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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신소재 제품“냉·온수 설비용 고온용

SK(주) 개발플라스틱소재

폴리에틸렌 배관계”관련 4종의 규격들은 화학제

국제규격(안)으로채택

품으로서는국내최초로국제규격(안)으로채택된것임

□ SK(주)에서 개발한 플라스틱 신소재 난방관(PE-

□ 금번 국제규격(안)의 채택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RT)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안)으로 채택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전략 산업 중 하나인

되었다.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기술적 우위 및 국제표준화활
Temperature

동의 쾌거이며, 향후 기술표준원은 SK(주)와 연계하

Resistance는
) 폴리에틸렌을 난방관 소재로 사용하

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규격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 위하여 고온, 고압하에서의 내구성을 획기적으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PE-RT(Polyethylene

Raised

로 개선하였으며,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맞먹는 최

ㅇ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내수감소 등으로 인한

소 5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는 차세대 난방관 소재

이중고를 신소재개발로 극복하고, 전략적인 국제

ㅇ 난방관 소재의 세계시장 규모는 년간 5억$에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개척은 국내업계에 시

이르며, 물성이 우수한 PE-RT는 기존의 금속

사하는 바가 매우 큼

및 범용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면서 그 수요
가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

<참고> 채택된국제규격(안) 4종
ISO/CD 22391-1 Plastics piping systems for hot and cold water

□ 기술표준원은 2000년에 이미 기술을 개발하였음에

installations - Polyethylene of raised temperature (PE-RT) - Part 1:

도 불구하고 PE-RT에 대한 국제표준이 제정되지

General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고온용 폴리에틸렌

않아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SK(주)측에

(PE-RT) - 제1부: 일반 사항)

국제표준의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게 됨

ISO/CD 22391-2 Plastics piping systems for hot and cold water

ㅇ 기술표준원과 SK(주)측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자

installations - Polyethylene of raised temperature (PE-RT) - Part 2:

료준비, 시험자료 확보, 대응전략 구상 등 치밀한

Pipes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고온용 폴리에틸렌(PE-

사전활동을 통해 국제규격(안)으로 채택

RT) - 제2부: 관)

ㅇ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경우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ISO/CD 22391-3 Plastics piping systems for hot and cold water

및 일본의 시장선점은 물론, 유럽 및 미주시장까

installations - Polyethylene of raised temperature (PE-RT) - Part 3:

지 수출확대가 예상

Fittings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고온용 폴리에틸렌

※규격제정 후 년간 약 5천만$ 이상의 수출증대

(PE-RT) - 제3부: 이음관)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

ISO/CD 22391-5 Plastics piping systems for hot and cold water
installations - Polyethylene of raised temperature (PE-RT) - Pa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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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for purpose of the system (냉·온수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시스템으로 향후 10년 안에 2,000조원 이상의 세계시

- 고온용폴리에틸렌(PE-RT) - 제5부: 배관계의적합성)

장 규모로 성장할 미래 교통 분야의 고부가가치 핵
심 산업이다.

미래산업의 주도 ITS Automobile
Technology 세미나개최

□ 자동차분야국제적기술기준제정기구인U N / E C E /WP29(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는 04. 11월
까지 ITS 강제기준 개발의 초석 마련을 위한 가이

- 신성장동력 산업 지능형자동차의 기술개발과

드라인 작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강제기준에 부응

표준화 계획 등 -

하지 못할 시 기술적 무역장벽에 의해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경쟁력 상실이 우

□ 기술표준원은 21세기 교통체계인 ITS의 발전과 더

려된다.

불어 지능형자동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하
여 우리나라의 자동차업계들에 동 분야의 기술 소

□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03년 생산량 3,178천대

개와 기술개발계획 및 표준화계획에 대한 세미나

로 세계 6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를 9월 10일 코엑스 컨프런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대비 생산 11.1%, 부가가치 10.9%, 고용효과 7.8%
를 점유하고 있어 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지대한

□ 지능형자동차는 자동차 보유량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으로 본 세미나를 통해 미래 자동차의 핵심요

운전자의 노령화 등 계층이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소인 지능형자동차에 대한 최신기술 및 정책관련

운전자의 시각과 지각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보를산학연전문가와공유하는장을마련코자하였다.

4·기술표준｜04년10월호

기

‘나노물성평가기술교육및세미나’개최

술

표

준

뉴

스

방법 소개(표준과학연구원 이해무 박사)’등 6개
기술분야에 대한 세미나 및‘금속재료의 계장화압
입시험 실습 (프론틱스 최열 박사)’등 4개 기술분

- 최신 나노물성 평가기법 및 표준화동향 한 눈에 -

야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최근 나노기술을 적용한 산업제품의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나노물성 평가기술관련 산·

등장으로 품질평가를 위한 새로운 나노물성 평가

학·연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 및 지속적인 기술

기법의 수요가 증대되어, ISO/TC164(금속재료 시

정보 교류를 통해 신규 국제규격 개발, 표준물질

험방법)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나노물성 평가기

제조 등 측정표준에 대한 표준개발 의욕고취 및

법 개발 및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요성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노물성 평가기술은 나노단위(10 m)의 미소재료
-9

(반도체, 박막, MEMS)를 적용한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측정기술로, 현재 기술개발 초

중고자동차매매업과장례식장도
품질인증 시대

기단계에 있어 기술선점시 첨단제품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함.

□ 기술표준원은 9. 22일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장
□ 기술표준원은 2003년도에 나노물성평가를 위한‘압
입시험에 의한 인장물성 평가방법
‘을 세계최초로

례식장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 실
시한다.

개발하여 ISO 국제규격으로 제안하는 등,
ISO/TC164금속재료
(
시험방법) 기술분과위원회에
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은 2001년부터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등 46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 또한 기술표준원은 최신 나노물성 평가기법을 소

기업이 신청하면 서류심사, 전문가의 현장평가, 소

개함과 동시에 기술교육을 통한 산업체, 시험연구

비자의 고객평가 및 암행평가 등을 거쳐 일정 점

기관의 시험평가능력 향상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수 이상을 받을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위하여 9월 21(화)부터 9월 23(목)까지 3일간,
‘2004 재료시험 기술교육 및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업체는‘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지원시 우대를 적용받으며, 최우수업체

□ 이번 기술교육 및 세미나에서는 재료시험분야
산·학·연 관련전문가를 모시고‘나노압입 시험

와 직원은 연말에 포상한다.
- 담보대출 심사시 : 1점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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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심사시 : 신용등급 1단계 상향조정

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및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자동차용 정지표지판에 대

□ 인증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

한 안전검사기준을 제정

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
으며,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시 재평가를

불량모래사용우려레미콘업체단속실시

받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 기술표준원은 이번 인증확대로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장례식장의 서비스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
망하며, 앞으로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심사시
우대 등 각종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경기지역, 건축이 활발한 지역중심 -

□ 기술표준원은 2004년 9월 6일˜9월 9일까지 불량
모래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및 불량 레미콘 생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의거 기술
표준원 레미콘상설기동단속반을 가동, 경인지역 레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검사 대폭 강화

미콘 공장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에 한 시판품조사는 옹진·태안지역 海砂 반

- 어린이 놀이기구, 레이저 장난감, 바퀴운동화 등 -

□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등 9품목에 대한 안
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어린이용 안전모 등
6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어린이용품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입 중단에 따라 일부 레미콘업체가 불량 모래를
사용하는 등 레미콘 품질관리 소홀로 부실공사의
우려 여론이 확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 조사개요
ㅇ일

시 : 2004. 9. 6 ˜ 9. 9(4일간)
ㅇ 대상업체 : 41업체(용인9, 파주9, 평택7, 화성10, 서울
6)
- 대상업체 선정 : 건축이 활발한 화성·파주지역

□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한 9개 품목의 안전검
사기준을 새로이 제정

주변업체 집중 선정
※이 중 5월·7월에 조사한 업체는 제외

ㅇ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퀴운동화, 휴
대용 레이저용품(레이저 장난감), 어린이 놀이기
구,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EU 환경규제대응을위한유해물질

크레용·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을 국제표준 및

분석교육실시

유럽표준 등의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
ㅇ 또한, 욕실 등에서 노약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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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기·가전제품의 중금속 분석방법 -

기

술

표

준

뉴

스

□ 기술표준원은 EU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

□ 교육신청은 교육희망자의 일정 및 분야에 대한 의

동차, 전기ㆍ가전제품에유해물질사용을 전면금지

견을 받아 확정한 후 교육신청자에게 통보할 예정

하는 환경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응

이며, 교육은 품목분야 및 분석기기별로 4차로 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제품에 대한 중금속

누어 3일간씩 진행되며, 1차 교육은 금속재료분야

분석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산업체 및 시험기관을

에 대하여 9월 21일˜23일에 실시하였다.

대상으로 기술표준원 정밀분석센터에서 실시한다.

ㅇ 교육신청은 기술표준원 웹사이트 (www.ats.go.kr),

ㅇ EU의 폐차처리지침(ELV) 제정(
‘00.10)과 전기ㆍ

전화(02-509-7261),Fax(02-503-73mail(oemd57)e-

가전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제정

@ats.go.kr로
) 신청

‘
( 03.2)으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4개 중
금속을 사용한 제품은 EU시장판매가 금지되어

□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

동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자동

는 이러한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차, 전기ㆍ전자업체들은 수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수 있도록 조기에 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산업체

겪게 될것이다.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자동차, 전기ㆍ가전제품의EU수출액 141억 6천

으로써 국내산업에 미치는 무역저해효과를 해소시

달러(’
03년)

켜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EU 수출 등 제품판매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분석결과를 제
출하여야 하고, 관련기업에서는 자사제품의 유해
물질 함유량 파악과 대체물질개발을 위하여 분석

세계공통식품안전인증규격
(ISO 22000) 설명회개최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금번
교육을 통하여 관련 산업체의 분석능력을 향상시

- 내년 발효에 대비 국내 산업계 대응 시급 -

키고자 한다.
□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01년부터
□ 교육분야는 자동차, 전기ㆍ가전제품을 구성하고 있

준비해 온 세계공통의 식품안전인증규격인 ISO

는 금속, 고분자소재, 복합소재, 세라믹, 표면처리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이 내년 발효를 앞두고

관련 부품ㆍ소재 등 약 30여 품목으로, ISO 국제표

있어, 국내 산업계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9. 10일 동

준규격과 우리원에서 새로 개발하여 ISO에 신규제

강당에서 ISO 22000 설명회를개최하였다.

안한 분석방법 등 50여개 규격과 유도결합플라스마

ㅇ 최근 세계적으로 광우병, 다이옥신 오염 등 식품

질량분광기(ICPMS) 등6종의 최첨단분석장비를 동

안전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을 계기

원하여 분석교육을 실시한다.

로 ISO 22000이 준비되어 왔으며, 이 규격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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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으로 발효되고 공식인증으로 진행될 경우
HACCP(식품위해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요소중점관리기준), ISO

ㅇ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흡하게 인식되어오던 민간

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1401(환경경영시스

차원의 식품안전관리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우리

템) 등 기존의 인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의 식품안전은 우리손 으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여건

□ ISO 22000의 특징은 기존의 식품안전지침인

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ACCP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틀안에서 운
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
안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식품과 관련한

광범위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ㅇ 곡물·사료등 원료에서 유통, 모든 식품업체와 장

□ 이번 설명회에서는 ISO 22000에 대한 국제동향, 상
세내용

그리고 국내제도화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식품 및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식품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비·포장재·세척제 등 관련 업체도 규격의 대상
에 포함되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ISO 22000이 공식적인 국제규
격으로 제정되고 인증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제상거래상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안하여

□ 기술표준원은 ISO 22000이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

규격 발효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실

관리 되고 있는 ISO의 경영시스템인증, HACCP,

시간으로 국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급함으로써

정부의「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 통합할 수

우리 기업의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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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제표준화기구(ISO), 증권의글로벌
전자거래표준화추진

술

표

준

뉴

스

의 국제표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번
회의를 유치하였다.
※ UN/CEFACT(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 유엔유럽경

- XML기반의 증권 전자거래 국제표준 제정 -

제위원회(UNECE) 산하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센
터(CEFACT가
) 운영하는 유엔전자거래무역촉진

□ 기술표준원은 제21차 증권 국제표준화회의

기 구 로 서 , OASIS(Organization for the

(ISO/TC68/SC를
4) 9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2일간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개최(증권예탁

와 함께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인 ebXML 표준

원 주관)하였다.

공동개발 중

ㅇ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록한 미국, 영국, 일본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등 17개국에서 30여명의 각국 대표단과 ANNA,

Telecommunications) : 국제은행간 전기통신협회

ECBS, SWIFT, UN/CEFACT 등7개 국제금융기

로서 유럽과 북미의 약 230개 은행이 은행 간 자

관이 참가하였다.

금 이동 및 결제를 위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설치 운용할 목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 형태의

□ 증권의 글로벌 전자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표준

기관, 회원 은행과 전 세계 80여 개국의 주요 금

제정을 위하여 이번회의에서는“금융산업 메시지

융 기관을 연결하는 데이터 처리 및 전송 시스템

스키마”등 7개 안건이 논의되었다.

을 운용, 이 시스템을 SWIFT 네트워크 또는

ㅇ 특히, '99년에 제정된“증권 메시지 스키마”표준

SWIFT라고도 한다.

을 최근 정보시스템에 적합하도록 XML 기반으
로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ebXML 표준 제정기구인

RFID ’
08년까지50여종의
국가표준제정

UN/CEFACT
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증권
정보 등록저장소로 SWIFT를 선정하였다.
ㅇ 이밖에도 증권 거래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시

- RFID 글로벌표준및 산업동향
국제세미나(9.22) 개최-

장데이터모델 및 금융상품단축명 등의 국제표준
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중에 있다.

□ 기술표준원은 최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
는 RFID기술의 산업계 표준화니즈를 적시 반영하

□ 기술표준원은 금융분야의 글로벌 전자거래시대를
대비하고, 국내 증권 관련 기관 및 솔루션 개발기관

기 위해 ’08년까지 50여종의 RFID관련 국가표준
(KS)을 제정·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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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15종 → ’06년 15종 → ’07˜’08년 20종

할 때, 국가표준은반드시 국제표준을 준용해야 한다.

ㅇ 특히, 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RFID 식별체계 및

ㅇ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RFID의 기술개발과 응용

주파수규약(Air Interface) 등의 국가표준을 최우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기술

선적으로 정비하여, RFID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

표준원은 앞으로 개발될 우리기술이 국제표준에

로 작용될수 있는 표준부재의 우려를 불식시켜

선 반영되고, 이를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수 있도

나갈 방침이다.

록 국제표준화 추진체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ㅇ 기술표준원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상품, 동물,

ㅇ 기술표준원은 RFID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는

차량, 물류, ID 카드 등의 RFID 응용별 국제표준

RFID 관련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화와 연계하여 앞으로 제정될 국제표준에 기반한

기술이 국제표준에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국가표준과 우리 산업으로의 적용지침 및 가이드

차원의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라인을 마련하고 산업계로 실시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기술표준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기술개
발 사업, 시범사업의 결과가 국제표준화로 연계될

- RFID 기술은 2차 대전시 영국이 전투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별용으로 최초 사용
·이후, 가축관리, 교통카드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실용화
- 국제표준화로 유통물류등 응용분야
확대 전망(UHF대역 개방)

□ 기술표준원은 RFID 국제표준화 및 산업화의 발전
방향과 이에대한 국내대응방안을 국내 산업계에 구
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RFID 글로벌표준 및 산
업동향 국제세미나”
를 한국표준협회, 한국유통물류

·“태그 ’04년500원→’06년100원이하”
,

진흥원과 공동으로 500명의 국내 전문가가 참석한

“인식거리 1m→금년중 5m”전망

가운데 9. 22일(수) JW매리엇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미국 월마트는 납품박스,파렛트에 부착
의무화(’
05년100사,’06년300사)
·우리기업이 RFID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산업설비의안전성검증방법
세계최초표준화

- 용접부 안전성 비파괴 검증법, 세계최초 규격화 -

□ RFID기술은 미국월마트,국방성 등의 ’05년 채용계
획이 발표되면서, 유통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
히 확산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수출입등을 고려

10·기술표준｜04년10월호

□ 산업설비 용접부 안전성 검증방법이 세계최초로 개
발돼 표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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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표준원은 산업설비용 배관이나 구조물의 용

이 가능한 시험법으로 산자부의 표준화기술개발

접부 안전성 검증법을 비파괴적으로 보다 손쉽게

과제로 기술표준원과 서울대학교가 지난 2년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한국

연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험법이다.

산업규격(KS)으로 제정키로 했다.
□ 기술표준원은 9월 30일 KS규격 제정을 위한 예고
□ 이번에 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되는 계장화 압입시험
에 의한 철강 용접부의 잔류응력 측정법은 사용 중인

를 고시했으며(12월중 제정고시) 향후 KS 규격화
뿐만 아니라 ISO 국제규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조물과 같이 일정 크기 이상의 시험편의 채취가 불
가능한 경우에도비파괴적으로재료의 안전성을평가할

□ 우리나라의 산업화 역사가 30년 이상 되면서 석

수 있어 산업현장에서쉽게 적용할수 있는 장점이있다.

유화학, 발전소 등 대형 산업설비와 교량 등 각종

ㅇ 참고로 계장화 압입시험이란 누르개로 시험편을

구조물의 용접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압입하면서 압입 하중과 압입 깊이를 측정해 재

할 시기가 됐지만 적정한 안전성 검증방법이 없

료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어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돼 왔는데 앞으로 대

ㅇ 특히 이 시험법은 종래의 대상물을 파괴하는 홀
드릴링(hole drilling)법이나 실험실에서만 측정이

형사고 발생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가능한 X선법과 달리 비파괴적이면서 현장 측정

2004 표준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04. 10. 10)

기술표준뉴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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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ndipity is not planned
KAIST 책임연구원 최 철 림
02)958-5331crchoe@kist.re.kr

Serendipity우연과 행운의 발견

이나 발명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된 것 같다고 생각
하기에 이르렀다. 이쯤에서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필자가 제목에서 표기한 영어를 처음으로 접한 것

serendipit란
y 단어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놀랍

은 아마도 거의 20년 전쯤이다. 당시 과기처에 화공조

게도 안모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

정관으로 계셨던 김모 박사께서 사석에서 한 말이었

터)가 나에게 전해준 책의 제목이‘Serendipity우연과
-

다. Serendipity란 단어가 일반 사전에 실려 있지 않아

행운의 과학적 발견 이야기’
이었고 필자가 여러 날

그때는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로 미루어 대강의 뜻을

을 소비하여 준비한 글감의 내용이 이 책 속에 실려

짐작하는 정도였다. 최근에 각종 자료를 읽다가 한번

있는 것이 아닌가? 책의 머리말에 필자가 궁금해 하

은 2000년 노벨화학상 수여연설 중에서, 또 한번은 테

였던 이 단어의 내력이 이렇게 적혀 있다.“Serendipity

플론의 발명부분에서 다시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

라는 어휘는 호러서 월풀이 1754년 친구인 호리스 맨

는데 오래 전에 들었던 위의 글귀가 거침없이 되살아

경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월풀

나는 것을 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필자의

이 'Serendip쓰리랑카의
(
옛 이름) 의 세왕자'라는 옛

의식 속에 이 글귀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

날 모험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은 것에서 비롯된 것인

다. 내친 김에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

데, 이 왕자들은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

다는 생각으로 도서관에 있는 웹스터 사전을 들춰보

나 우연히, 그러면서도 항상 여러 가지 것을 발견하였

았다. 이 사전에 정의된 이 단어의 뜻은 <(1) the

습니다. 월풀은 이 serendipit라는
y 말을 자신이 우연히

possession of the gift by the heroes of the Persian fairy 이룬 몇 가지 발견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tale, the Three Princes of Serendip, (2) an assumed gift 어휘가 최근에 재발견되어 점차 빈번하게 사용되고
“
for finding valuable or agreeable things not sought for> 있습니다.
이다. 그래서 이 단어는(2000년 노벨화학상 수여연설

이 글은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테플론의 발명을 중

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페르시아의 동화에 나오는

심으로 제목이 의미하듯이 세계적인 대발명이 계획되

Serendip 왕자들의, 우연찮게 무언가를 발견하는 타고

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 졌으며 이러

난 재능에서 유래되어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발견

한 우연이 대 발명으로 까지 가게 되었던 내용과 의

12·기술표준｜04년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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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말한 책의 도

는 실험장치의 개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움으로 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 두 번째의 행운은 개량된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이

하나의 serendipit가
y 아닌가 싶다.

재개되었던 1935년 12월에 찾아왔다. 실험 중 에틸렌
의 누출에 의한 압력저하, 그리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야기

여 새로이 공급된 에틸렌에 고분자 생성의 촉매인 적
당량의 산소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이 실험의 획기

저밀도 폴리에틸렌(고압 폴리에틸렌)의 발명은 영

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

국의 Imperial Chemical Industries(ICI)가 당시 새로운

연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이러한 우연들이 저밀도 폴

분야였던 화학반응에 미치는 초고압의 효과에 관한

리에틸렌을 발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연구를 결정한 것이 계기 가 되어 이루어 진 우연의

예기치 않았던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산물이었다. 미국의 Bridgema과
n 홀란드의 Michel가
s

결론을 이끌어 낸 ICI의 과학자들, E.W.Fawcett,

이룩한 고압반응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결과들이 ICI의

R.O.Gibson, J.C.Swallow등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없었

화학자들을 고무시켜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고압

더라면 이 세기적인 발명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화학반응과 관련하여 1932년과 33년에 걸쳐 ICI에서
시도하였던 50개의 반응 중에 benzaldehyd와
e ethylene 테프론(폴리테트라플루오로 에틸렌) 이야기
의 반응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업적인 유용성의 측면
에서 연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고심하던 33

테플론은 미국 듀퐁사의 당시 젊은 화학자 R. J.

년 어느 날 이 실험을 담당하였던 Gibson은 benzal-

Plunket에
t 의하여 발명되었다. 그는 1936년 오하이오

dehyde와 ethylen의
e 고압반응(섭씨170도,1400기압) 중

주립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바로 듀퐁사에 입사를

에 예기치 않게‘백색 왁스와 같은 고체’의 얇은 막이

하였으며 처음으로 맡았던 연구가 프레온

반응용기의 벽을 덮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중

114(CClF2CClF2)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냉매의 개

에야 확인된 것이지만 이것은 benzaldehyde 중에 약간

발이었다. 그가 생각한 물질은 프레온 124(CClF2CHF2)

의 peroxide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었다. 그때까지 알려져 있었던 연구결과들에 대한

‘거대분자(macromolecule’
s의
) 개념이 많은 논란을 거

문헌조사를 마친 그의 결론은 프레온 114로부터

친 후 학문적으로 정립되고 있었던 시기여서 ICI의 화

TFE(tetrafluoroethyle를
ne)합성한 후 이를 염산과 반

학자들은‘백색 왁스와 같은 고체’
가 무엇을 의미하

응시키면 된다는 것이었다. Plunkett는 1단계 실험으로

는지 곧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어 진행된 에틸렌

TFE를 합성한 후 다음단계의 실험을 위하여 정제된

고분자(백색의 왁스와 같은 고체)를 재현성 있게 얻

TFE를 1 내지 2파운드의 분량으로 드라이아이스 온

기 위한 연구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도에서 금속실린더에 보관하였다. 1938년 4월 6일 아

ICI의 과학자들은 보다 나은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서

침 2단계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의 실험조수 J.

표준논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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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k은 그 전날 실험에 사용하였던 실린더 중의 하

거의 불가능하였던 기상탑재 레이다의 설계, 제조, 장

나를 실험장치에 연결한 후 밸브를 열었으나 자체 압

치, 보수 등의 문제점이 용이해 졌으며..... 안테나와 피

력에 의하여 흘러나와야 할 기체가 감감 무소식임을

더의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 졌다...”고 Swallow는 그

발견하였다. 다른 실린더를 사용하여 실험은 계속되었

의 책‘polythene'(polyethyle의ne영국식 표현)에서 레

으나 그 전의 실린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

이다의 발명자 로버트 왓슨 와트경의 말을 인용하고

를 할 수 없었던 Plunket가
t 실린더를 장치에서 떼어

있다. 이와 같이 폴리에틸렌은 이 새로운 전자기기, 레

낸 후 밸브의 구멍에 철사를 밀어 넣어 보았으나(실

이다의 제조와 성능향상에 일익을 담당하여 연합군이

린더의 무게는 분명 내부에 가스가 있음을 말하고 있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운 것이

었지만) 가스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밸

다. 테플론의 경우도 이와 매우 유사한 응용의 역사를

브를 실린더에서 제거한 후에야 실린더 내에는 가스

가지고 있다. 테플론이 발명된 지 몇 개월 후 맨하탄

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흰색의 분말을 관찰

계획에 참여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원폭용 우라늄 제

하게 되었던 것이다. 폴리에틸렌의 발명에서 보는 것

조에 이용되는 물질 중의 하나인, 부식성이 강한 6풀

처럼 중합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확실

로오로화 우라늄(UF6)에 견디는 재료를 찾고 있었다.

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테플론은 이렇게 해서 세

UF6를 생산하는 공장의 가스켓, 팩킹, 라이닝에 적합

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Plunket의
t 전문성

한 재료가 테플론이라는 것은 미국 육군의 원자폭탄

과 통찰력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새로운 고분자에 관

계획 담당의 책임자가 우연히도 듀퐁의 아는 사람으

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고분자화학분야에서 수많은 과

로부터 이 새로운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지원하였던 듀퐁이라는 대회사

후에 내린 결론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상당히

가 아니었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

고가였던 테플론은 생산가에 개의치 않고 2차 대전
중 이 용도로 제조되었다.

이러한 발견의 우연성과 이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
력 외에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테플론이 오늘날의 명

Serendipit가
y 말하는 또 다른 의미

성을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필연적인 우연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전신전화 케이

이 세기적인 뜻밖의 우연한 발명, serendipity가 시사

블의 제조에 관계하고 있었던 영국건설보수회사와 ICI

하는 내용을 필자의 깔끔하지 못한 글재주로 표현하

의 우연한 정보교환과 뒤이어 발발한 세계 제2차대전

기 보다는 발명의 당사자들이 나중에 회고한 글 중에

은 폴리에틸렌의 전기절연성과 그에 합당한 기계적

서 발췌하여 되새겨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여기에

성질이 위력을 발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폴리

인용하였다. 화학반응에 미치는 초고압의 효과에 대한

에틸렌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폴리에틸렌의 이

연구의 제안을 주도하였던 ICI의 Swallow는

상적인 절연성과 구조상의 완전성 때문에) 그때가지 ‘polythen’
e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시간이 지

14·기술표준｜04년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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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논

단

나면서 발명이나 발견에 대한 이야기는 관념화되고

을 고대하고 있었던 때였다. Plunkett는 위의 심포지움

너무 합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최초

강연에서“내가 테플론이 매우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의 실험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식으로 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개가 되곤 하지만, 과거의 역사는 이러한 경우는 매

있을지 몰라 약간 난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운

우 드물며 기회가 항상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은 듀퐁이라는 회사에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

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명이나 발

시 듀퐁사는 고분자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

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것입

며 고분자화학분야에 일하는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

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Plunkett는 1986년 뉴욕에서

어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듀

개최된 미국화학회의‘고성능고분자의 역사에 관한

퐁사의 지원과 회사 내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아끼

심포지움’
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테플론의

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폴리에틸렌과 테플론

발명에 대해 사람들은 (1) serendipity의 한 예이며,

이 Staudinge이전이나
r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응

(2) 행운을 동반한 사건이며, (3) 번뜩이는 천재성의

용의 물꼬를 터 주었던 세계 제2차대전과 무관하게

결과라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

발명되었더라면 그것들의 개발역사가 달라졌을 것이

마도 이 세 가지 모두 함께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게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Staudinger 훨씬 이
라고 그 세 가지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전에도 다수의 고분자들이 우연한 발명으로 보고는

같이 이들은 그들의 발견이 우연의 산물이었다는 것

되었지만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이유를 필자

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신 이들이 한 이야기는 우연

는 시의성으로 보고 싶다. 1838년 프랑스의 화학자

을 대 발명으로 이끌어준 이유가 무엇이었던 가를 생

Regnaul가
t 밀봉된 유리관에 염화비닐을 넣어서 햇빛

각하게끔 한다.

에 쬐면 하얀 분말이 생긴다는 보고와 그로부터 훨씬
후인 1872년 Bauman이 염화비닐이‘용매나 산에 영

필자가 하나 덧붙이자면 serendipit의
y 시의성을 들

향을 받지 않는’백색의 고체가 된다는 보고가 상당

고 싶다. 폴리에틸렌과 테플론의 발명이 모두 1930년

한 기간 동안 세인의 관심밖에 있었다는 사실이 (오

대에 이루어 졌으며 세계 제2차대전이 임박하였던 때

늘날의 PVC 산업을 생각하면) 이를 여실히 말해주

였다는 것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1930년대는 1920년

고 있다.

대 초 Staudinger 교수가‘거대분자(macromolucule’의
)
이론을 공표한 지 10여년이 지나 과학자들 사이에 이

맺는말

새로운 개념이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서 이를 학문적으로 정립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

끝으로 고분자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74년

개되었으며, 일부 고분자의 상업적인 생산이 개시되어

노벨화학상을 받았던 고분자과학의 대가 Flory의

세계적인 유수한 화학회사들이 새로운 고분자의 출현

serendipit와
y 관련된 생각을 전하면서 이글을 마치려

표준논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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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논

단

고 한다. 그는 미국화학계의 최고상인 프리스틀리 상

o.“Serendipity-Accidental Discoveries in Science”,

을 받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중요한 발견

Royston M, Roberts, John Wiley & Sons, Inc.(1989),

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중에

안병태 옮김, 도서출판국제 (1994)

깨닫는다 하더라도) 오류라는 생각이 널리 유포되고

o. Polyolefins, Frank M. McMillan, in "Applied Polymer

있는 경우, 유감스럽게도 과학이나 기술계에서 이를

Science",M. Joan Comstock(ed.), ACS Symposium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우연이 작용하

Series, American Chemical Society(1985)

기는 하지만 세상 일반인이 생각하는‘뜻밖’이라는

o. The History of PTFE : Discovery and Development,

것보다‘창조’
부분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깊고도 폭

R.J.Plunkett, in "High Performance Polymers: Their

넓은 지식은 당연한 필요조건이며, 미리 마음이 충분

Origin and Development", R.B.Seymour and

히 충전되어 있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천재의 번뜩

G.S.Kirshenbaum(ed.), ACS Symposium Series,

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 표준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 Inc.(1986)

참고로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보았던 책자를 여기
에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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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지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계획
에너지자원표준과 공업연구관 신성호
02)509-7277 shshin@ats.go.kr

1. 해당산업의특성 및 현황

하며, 기타 용도인 군용 특수전지, 산업용 전지,
EV 및 HEV용 중·대형전지도 포함함.

ㅇ 차세대 2차전지는 우수한 성능과 Mobile IT 제품
들의 시장 성장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
ㅇ 특히 리튬2차전지는 고에너지밀도의 장점을 앞세

ㅇ 전지산업은 시장전망이 확고하고 긍정적인 핸드폰,
노트북PC, 캠 코더 등 Mobile IT 산업의 성장에
양적·질적으로종속되어있어 그 전망이 매우 밝음.

워 점차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서 올해 2차
전지의 세계시장은 약 131억달러 (LCD $210억,

2. 표준화특성

D램 $119억)이며, 2006년에는 약 158억달러로, 오
는 2010년에는 약 230억달러로 고성장이 전망됨.
ㅇ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이 지배해온 세계 2차전지
시장은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

ㅇ 차세대전지의 표준화는 주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표준화에
대한 참여도가 두드러짐.

양화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극판제조기술 및

ㅇ 한국을 비롯한 극동지역 국가들은 세계의 전지생

조립공정기술 등은 상당부분 국산화한 반면, 재료

산시장을 주도 하면서도 국제규격 제정은 유럽에,

기술과 성능평가기술이 취약하다는게 일반적인

미주시장은 미국의 표준화 및 인증제도에 지배를

평가임.

받는 구조임.

ㅇ 차세대 2차전지 종류별로는 차세대전지인 리튬2

ㅇ 차세대 2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PC등 이동통신

차전지(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를 주요 대

장비용의 성능 제고를 위한 고용량화에 따라 안

상으로 하며, Ni-Cd, Ni-MH, Zn/Air 등의 기타전

전성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성 관련

지도 포함함.

표준화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ㅇ 전지(cell 및 Pack) Size 및 용도별로는 IT용,

ㅇ 최근 리튬 2차전지에 의한 발화·화재 등의 안전

Mobile device의 전원용 소형전지를 주요 대상으로

사고가 미국·일본·중국·한국 등 세계도처에서

업무계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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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

한 화재 및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

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에 시험평가시설을 공장 내에 갖추기를 주저

ㅇ 표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경제뿐만 아니

하는 경향이 있음

라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ㅇ 따라서 2차전지산업의 장기적 성장발전 및 혁신

반드시 차세대 2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규격

을 지원하고 담당할 산업기반 구축이 미흡하여

개발 연구를 육성시키고, 국제표준 제정시 우리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ㅇ 따라서 전지생산 뿐만 아니라 세계표준을 선도하

4. 국내·외표준화 현황

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산·학·연
이 협력하여 적극 대처해 나아갈 필요성

4. 1 국제표준화 현황

이 절실함.
ㅇ 차세대 2차 전지분야는 유럽의 전기분야 표준화

3. 환경적특성(사회제도등 환경적 특성)

기구인 CENELEC 규격을토대로 국제규격이 제정
되고 있어 제정의 주도권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음.

ㅇ 리튬2차전지는 대부분 Co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

ㅇ EN 규격은 유럽연합 (EU)이 운영하는 지역표준

문에 안전 및 환경 문제를 안고 있으며 소형2차전

이나 EU가 국제교역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

지산업의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에

하여 표준화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대한 원활한 진입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음.

국제규격으로 채택되는 사례가 많음.

- 이는 노키아, 에릭슨, 모토롤라 등 세계 유수의

- 전지생산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동북아

휴대폰 생산업체들과 IBM, HP 등 노트북 생산

(한·중·일)는 일본을 제외하고 국제표준 규격

업체들이 제품의 신뢰성을 이유로 기존의 공급선

제정 작업에의 참여가 미약함

변경을 주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ㅇ 뿐만 아니라 국내 휴대폰 생산업체와 노트북 생

4. 2 사실상표준화 현황

산업체도 제품 공급선의 다변화, 신뢰성 등을 이
유로 국산 2차전지의 채택율을 대폭 높이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임.

ㅇ 차세대 2차 전지분야는 미국의 민간인증기관인
Underwriters Laboratories 가 전기제품의 안전성

ㅇ 리튬2차전지의 Cell Maker는 Set Maker로부터 제

을 인증하는 자율제도인 UL마크제도는 미국지방

품의 성능 및 안전성과 관련하여 시험성적서를

정부 대부분이 안전기준으로 사실상 국가 강제

요구받고 있으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제 상거래에 많이

ㅇ 전지오용시험의 경우 시험 중 전지의 폭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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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

차세대 2차전지 관련 UL규격
규격번호

규격명

UL 1642

Standard for Lithium Batteries

UL 2054

Household and commercial batteries

ㅇ 차세대 2차 전지분야는 각국이 제품생산 후 표준규격
을 제정하였으며, 각 국이 자국의 표준을 IEC규격에 반
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차세대 2차 전지분야의 국제규격은 IEC/TC21/21에
A서
다음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개정이 되고 있음.

ㅇ 위 2가지 규격으로 리튬전지 및 상업용전지의 성능 및
안전기준으로 적용.

ㅇ 그 외‘UN 위험물항공운송규칙’
에서 전지운송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IEC규격으로 도입 중에 있음.

WG 1 : Vented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electrolyte(책임국: 스웨덴)
WG 2 : Sealed secondary cell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electrolyte(책임국 : 일본)
WG 3 : Secondary lithium cells(책임국: 일본)

4. 3 국내표준화 현황

WG 4 : Safety and mechanical tests on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책임국: 미국)

ㅇ 차세대 2차 전지 표준화의 경우 IEC규격을 도입하고 있
으나, 자체적인 표준규격의 개발에 대한 기업 및 학
계의 관심 및 역할이 매우 취약하며,

ㅇ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서도 현재 유통에 직접

ㅇ 제정된 규격 13종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2차전지(Li전지, NiCd전지, NiMH전지 공통)의 일반
요구관련(2),

디자인(1), 안전성(1), 기계적특성(1)

영향을 주는 일부 규격 외에는 미래개발 제품의 표준

- Li전지의 제품(1), 운송(1)

화에 대하여 관심 및 대응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NiCd전지의 전해질(1), 제품(4)

ㅇ 따라서 차세대 2차전지분야는 기존의 IEC규격에의 부
합화를 추진하면서, IEC TC21/SC21A의 WG의 규격개발

- NiMH전지의 제품(1)
※ 리튬1차전지(IEC TC35) 관련규격(1)

추이에 맞추며 신개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규

1차전지는 IEC TC35에서, 납축전지는 IEC TC21

격을 중심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임

에서 관리

5. 해당산업표준화 로드맵( ’
04˜’08)

ㅇ 규격제정은 2차전지의 개별규격을 통합규격화 하는
것과 운송중 전지안전성 등 안전규격 개발에 중점을

5. 1 표준기술현황 및 발전전망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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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2차전지분야 제정 IEC규격 현황
규격번호

규격명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0622

Sealed nickel-cadmium prismatic rechargeable single cells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0623
IEC 60993

Vented nickel-cadmium prismatic rechargeable single cells
Electrolyte for vented nickel-cadmium cells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1434

Guide to designation of current in alkaline secondary cell and battery standards
Possible safety and health hazards in the use of alkaline secondary cells and

IEC TR2 61438

batteries - Guide to equipment manufacturers and users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1951-1

Portable sealed rechargeable single cells - Part 1: Nickel-cadmium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1951-2

Portable sealed rechargeable single cells - Part 2: Nickel-metal hydride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1959

Mechanical tests for sealed portable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1960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for portable applications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2133

Safety requirements for portable sealed secondary cells, and for batteries made
from them,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s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TR 62188

Design and manufacturing recommendations for portable batteries made from
sealed secondary cells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IEC 62259
IEC 6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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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l-cadmium prismatic secondary single cells with partial gas recombination
Safety of primary and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during transport

ㅇ 현재 제정된 KS규격 현황을 살펴보면, 차세대 2차전지 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이 10종임
차세대 2차전지분야 제정 KS규격 현황
규격번호

규

격

명

KS C IEC 61436

밀폐형 충전용 Ni/MH 단전지

KS C IEC 61960-1

휴대기기용 리튬2차 단전지

KS C IEC 61960-2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KS C 8517

직육면체형 배기식 니켈 카드뮴 축전지

KS C 8541

리튬2차 전지 통칙

KS C 8542

리튬2차 전지 용어

KS C IEC 60622

각형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KS C IEC 61438

알칼리성 2차 단전지와 2차전지 사용시 발생 가능한 안전위해성 사고
- 장비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KS C IEC 61951-1

휴대용 밀폐 니켈 카드뮴 축전지

KS C IEC 61951-2

휴대형 밀폐 니켈 수소 축전지

ㅇ 따라서 KS규격개발에 있어 차세대 2차전지분야는 기존의 IEC규격에 부합화를 추진하면서, IEC
TC21/SC21A
의 WG의 규격개발 추이에 맞추며 신개발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규격을 중심으로 개발하
여야 할 것이며,
ㅇ 국내 차세대 전지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제품과의 경쟁력을 조
속히 확보.
ㅇ 새로운 분야에의 영역 확장에 따라 해당분야의 신제품 개발촉진 및 고용증대 등 산업유발 효과가 기대됨.
ㅇ IT산업과 차세대 전지산업의 상호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한 연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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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표준화 로드맵(안) ( ’
04˜’08)
2004

기술분야

2005

2006

안전운송 규격
리튬전지
(휴대전자
기기용)

기계적
안전성관련규격

2007

2008

전지Size에 따른 안전성 규격
전기적 안전성 관련규격

환경 안전성 관련규격

PDA/노트북 PC용 전지의
설계방법 및 성능·안전성평가 규격

휴대전화기용 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 규격

휴대기기용, 메모리백업용, 레포츠용 전지의 신뢰성 규격
(수명예측 및 안전성보장 규격)
국제규격
부합화

NiCd전지
NiMH전지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규격
부합화

산업용, 메모리벡업용, 무정전장치용 신뢰성 규격
(수명예측 및 안전성보장 규격)

벤트형 각형 NiCd
전지 규격
기계적
안전성관련규격

국제규격
부합화

전기적 안전성 관련규격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규격
부합화

환경 안전성 관련규격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규격
부합화

6. 표준화사업의목표 및 내용
6. 1 최종목표 및 내용

6. 1. 1 최종목표
최종목표
국내규격의 정비

세부목표
○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및 국제규격 제정에 능동적 대응
○ 차세대 전지 업체의 표준 실수요 및 현황파악
○ 기술 분야별 기술 분야별 용어, 정의의 표준화

동북아 지역 표준화
블록 형성
(한·중·일 중심)

○ 한·중·일 공동 표준화 협의체 구성
○ 차세대전지분야의 표준화작업 공조 및 이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 규격 제정시 주도적 역할 수행
○ 기타 지역의 인증제도 (UL, CE 등)에 대한 공동대응

국제규격 제정 주도

○ 국제표준화 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관련국과 협력강화
○ 국제규격 제안, 검토, 제정 등을 위한 국내 창구의 단일화 및 유지관리
○ 세부기술별 국제규격 제안을 통한 국내기술의 세계 표준화 유도

표준화 인력 및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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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도출

6. 1. 2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내용

사업범위

KS규격의 정비
동북아 표준화 관련 공조
IEC 국제회의 참석 및
회의 개최 유치

국제규격 제안을 통한 국
내규격의 국제화 유도

표준화 인프라 구축

o 리튬2차전지, Ni/Cd, Ni/MH, 연축전지의100%국제규격 부합화 달성
o 국제규격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대처
o 공통 표준 규격안 개발 및 지역 인증제도에 공동 대처·확립
o 2회 이상의 IEC 국제규격회의 국내 유치
o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규격 전담 팀 출범 (회의 참석, 규격검토 및 대응,
규격 제안 등의 임무 전담)
o 세부기술별 국제표준화 위원회 활동
o 5년간 5건 이상의 국제규격 제안
o 국내 전지기술의 세계표준화 확립
o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o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도출

6. 2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구

분

연차별 사업목표

1차년도

o
o
o
o

차세대전지기술 및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연료전지 용어 표준화
표준수요 및 현황파악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KS규격정비

2차년도

o 동북아 표준화 협의체 구성 및
표준화사업 추진
o 국제규격(안)도출 및 세부로드맵 작성
o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KS규격정비

3차년도

o
o
o
o

주요 사업내용
-

차세대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 기술 및 국제표준화 동향 파악
연료전지 용어집 발행
차세대전지업체의 실질적인 표준수요 파악 및 표준화 과제 도출
차세대전지 분야의 국제 표준화 회의 적극참여 및 KS규격의 국제
규격 부합화

- 차세대전지분야의 한·중·일 전문가 협의체 구성
- 공동 국제 규격 제정(안)도출
- 차세대전지 분야의 국제 표준화 회의 적극참여 및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

차세대전지분야 IEC 국제회의 유치
차세대전지분야의 표준화 연구 및 선진 표준의 국내 도입 연구
공동 국제 규격 제정(안)도출
차세대전지 분야의 국제 표준화 회의 적극참여 및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4차년도

o 표준화 인프라 구축
o 국제규격(안)도출 및 세부로드맵 작성
o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KS규격정비

-

차세대전지 표준화 정보 D/B 구축
표준화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동 국제 규격 제정(안)도출
차세대전지 분야의 국제 표준화 회의 적극참여 및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5차년도

o 사실상의 국가 표준 체계수립
o 국제규격(안)도출 및 세부로드맵 작성
o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KS규격정비

- 민간주도 국가표준개발 체계로 전환
- 공동 국제 규격 제정(안)도출
- 차세대전지 분야의 국제 표준화 회의 적극참여 및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IEC 국제회의 유치
선진 표준의 국내도입 연구
국제규격(안)도출 및 세부로드맵 작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및 KS규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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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규격 제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

6. 3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 산업기술기반사업, 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 등
6. 3. 1 추진방안

으로 추진되는 2차 전지표준화 관련 사업과 연계

ㅇ 중·단기적 추진방법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기 제정되어 있는 국내규격들 (KS, 공산품안전관리

- 전지 기술의 최대 수요처인 관련기업과의 연계 프

기준등)을국제수준으로향상시키는작업을우선추진.

로그램을 만들어 실질적인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 국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산업체 및 연구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전문인력들의현황을 파악한 후 세부기

이를 표준화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수행.
- 관련 사업체의 해외 정보망을 활용한 국제 기술동

술별로 표준화 활동을 하기위한 인력분류작업 수행.
- 기술 선진국들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향 파악.
ㅇ전략적 접근방법
- 일본 및 중국 (리튬2차전지의주요 생산국)의해당 정

- 국제 기술 표준화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

부와 협력하여 한·중·일이 주도하는 극동지역

를 각 전문위원회에배포하여 위원회 활동을 보조.

표준화 블록을 형성하여 국제 표준 규격 제정의 주도

- 장기적으로는 국제규격 제정을 위한 'Working

권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group에
' 간사국으로 참여하여 국내 기술을 반영

반영시킴.

6. 3. 2 사업추진 체계(조직)
관리기관
(기술표준원)
사업수행기관
(전기연구원)
표준화 전문위원회
·기술자문 및 전문가 활동

국제규격 부합화

국제규격 개발

o 국내 평가기준의 국제부합화 추진
o 제·개정된 국제규격 조사
o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규격
제정전문위원회 운영

o IEC 국제회의 참석 및 회의 개최 유치
o 국제규격 제안, 검토, 제정 등을 위한 국
내 창구의 단일화 및 유지관리
o 국제규격 제안을 통한 국내기술의 세계
표준화 유도
o 동북아 지역 표준화 협력체 구성 및 협
력을 통한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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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인프라 구축
o 안전인증 규격 개발
o 해외 인증기관과의 기술교류
o 국내 전지제조사들의 의견수렴 및 표준
화 정책 참여유도
o 표준화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o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도출

7. 기대 및 파급효과

원천 기술 90%까지 달성하여 대외경쟁력 상승.
그리고 일부 관련 분야 구성요소 기술은 세계 최

ㅇ 차세대전지 관련 국내규격의 국제화를 통하여 국
내규격에 의한 시험 데이터의 신뢰성향상 및 제

고 수준의 기술 확보가 가능함.
ㅇ IEC 국제규격 제정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향후 국

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제규격의 제정을 주도하고, 국내 전지기술의 세계

- 독자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확보 및 세계

표준화 추진.

전력시장 증대에 따른 수출산업 육성 가능.
- 화공, 재료, 전기전자, 및기계 등 타 산업분야와
의 연계에 따른 신산업 창출.

ㅇ국내 전지평가기술의 향상 유도
ㅇ 국제규격에 부합화된 규격의 배포 → 산업계에서
제품의 설계, 제조 단계에서부터 세계표준을 적용
하여 개발.

표준

ㅇ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시 종료시점에 선진국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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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주요행사

2004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

□ 개최 목적
○ 생산기반기술은 제조업에 필수적인 요소기술이나
열악한 작업환경, 업체 영세성, 기술인력 부족 등
으로 기술혁신이 어렵고 산업의 경쟁력이 낮음
○ 열처리, 주조, 용접, 도금분야 기술경기대회를 개
최하여 기술력향상과 우수기술 기업 및 인력의
사기진작을 기함
※ 생산기반기술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열처리, 주조, 용접, 도금등의 공정기술을 일컬음
분야
생기반산업
(제조업대비)

업체수
12,674
(11.4%)

종업원수
289천명
(10.7%)

산액
23.6조원
(3.7%)

□ 주요 경과
○ 1991년부터 도금 및 열처리, 용접, 주조경기대회를
부처별로 개최
분야
도금
최초개최년도 1991년
시주최기관 산자부

열처리
1994년
산자부

용접
1997년
중기청

주조
2001년당
기술원

○ 산재된 4개 분야 대회를 2001년부터 기술원에서
통합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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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정부포상훈격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하고 분
야별 경기대회의 통합 시상식을 거행함

□ 대회운영
○ 주 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기본계획서 수립
- 신문 공고 및 팜플렛·포스타 배포 등의 홍보
- 정부 시상
○ 주 관 : (사)한국열처리공학회, (사)한국주조공학회,
(사)한국용접협동조합, (사)한국도금협동조합
- 기술분야별 경기대회 진행
- 경기대회 심사 및 우수자 선정
○ 후 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
기업진흥공단,생산기술연구원, 서울정수기능대학,
대구기능대학, 인천기능대학, 한국경제신문사, 한
국철강신문 등
□ 참가 대상
○ 기업 부문 : 생산기반기술 설비를 갖춘 국내의 전
문 제조 업체
○ 개인 부문 : 기업체 종사자(일반부), 관련학과 학
생(학생부)

□ 분야별 대회 일정
구 분
열처리
주 조
용 접
도 금

□ 시상식 개최 계획

기업부문
2004. 5. 17 ˜ 5. 31
2004. 7. 1 ˜ 7. 31
2004. 7. 1 ˜
2004. 6. 11 ˜ 6. 30

개인부문
2004. 7. 21 ˜ 7. 24
2004. 10. 4 ˜ 10. 5
7. 6
2004. 9. 2 ˜ 9. 3

○일정

- 일 시 : 2004년 11월 25일(목)
- 장 소 : 기술표준원 중강당
- 주요참석자 : 산자부장관, 기술원장, 열처리공학
회장, 주조공학회장, 용접조합, 도
금조합이사장및 시상자 등 300여명

□ 분야별 대회 장소
구 분
열처리
주 조
용 접
도 금

기업부문
참가업체 공장
참가업체 공장
서울정수기능대학
참가업체 공장

개인부문
대구기능대학
인천기능대학
중소기업진흥공단

○ 시상 규모 : 64개
- 기업부문(27):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4), 산
업자원부장관상(11), 중기청장장
상(5), 기술표준원장상(7)
- 개인부문(32): 노동부장관상(6),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7), 중기청장상(11), 기술

□ 경기 분야 및 종목
구

분

열처리
주 조
용 접
도 금

분 야
기업
개인(일반, 학생)
기업
개인(일반, 학생)
기업
개인(일반, 학생)
기업
개인(일반, 학생)

표준원장상(8)
종목
침탄열처리, 금형열처리
첨단열처리, 금형열처리
자유 주조품
Al 주조
플럭스코아 아크용접
피복아크용접
니켈-크롬 도금, 아연도금
니켈-크롬 도금, 아연도금

- 공로부문 (5): 산업자원부장관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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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2004 지능형로봇 기술평가대회

□ 기술표준원은 10.15(금)-10.18월
( ) COEX 태평양홀

참여로 지능형로봇의 한마당 축제가 될 것이다.

특설무대에서 청소로봇 20개팀, 휴머노이드로봇 49

○ 향후 대회를 공공서비스로봇, 극한작업로봇 등으

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2004 지능형로봇 기술평가대

로 확대하여 지능형로봇의 상품화 촉진 및 시장

회(http://robot.standard.go를
.kr)개최한다.

창출에 기여하는 전문화된 기술평가대회로 육성

○ 이 행사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지능형로봇에 대한

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는 한편, 로봇과 인간의 공
존에 따른 안전 및 성능평가 기준 확보를 위해 마

지능형로봇 기술평가대회

련되었다.
○ 대회는 개인용 서비스로봇 중 가장 먼저 상품화
가 진행되는 청소로봇과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인
휴머노이드로봇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며, 각각 청
소성능과 격투로 우승자를 선정하게 된다.

□ 개최배경 및 목적

○ 지능형 로봇의 성능평가 기술확립과 국제표준기
술 발굴 및 선도
○ 지능형 로봇분야 첨단기술 발굴 및 기술력평가로
상품화 지원

□ 시상은 11월 19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기업부의
청소로봇, 엔터테인먼트로봇수상 및 유공자 표창과

○ 일반부 참여를 통한 이공계 청년 핵심인재 육성
지원

함께 있을 예정이며,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
의 상금과 해외경진대회 참가의 특전이 주어진다.

□ 대회개요

○ 주 최 : 산업자원부
□ 이번 대회는 정부에서 주최하는 최초의 로봇대회

기술표준원

로, 패기 넘치는 젊은 학생들 뿐 아니라 오는 2010

○ 주 관 : 산업기술재

년 10조원의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지능형로봇

단, 산업기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시험원, 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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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스연구조합

□ 대회시상

○ 후 원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전자신문사, 생산
기술연구원, (주)첨단 등

○ 기업부 : 분야별 장관상, 기술표준원장상 등 5개
○ 일반부 : 분야별 장관상, 기술표준원장상 , 주관기
관장상 등 10개

○ 대 상 : 기업부 - 청소로봇, 엔터테인먼트로봇
일반부 - 청소로봇, 휴머노이드로봇

○ 유공자부 : 분야별 장관상, 기술표준원장상 , 주관
기관장상 등 7개

○ 대회일정
- 기술평가 : ’04. 7. ~ 9.
- 경진대회 : ’04. 10. 15~18, 코엑스 태평양홀 특
설무대 10.15~16: 청소로봇경진대회

□ 특전
○ 기업부 : 수상로봇의 EM/NT 인증 연계 및 장관
상수상팀 해외전시회 참가비 지원

10.17~18: 휴머노이드로봇경진대회
○ 시상식 및 세미나 :‘04. 11. 19(금) 10:00, 기술표

○ 일반부 : 총9백만원 상금 및 장관상 수상팀 해외
경진대회 참가비 지원

준원 중강당

※ 일반부 청소로봇 분야의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20팀에게 팀당 로봇제작비 2백만원 지원

□ 대회방식
구분
기업부

대상로봇

대회방식

청소로봇
기술평가
엔터테인먼트로봇

일반부
청소로봇
(대학생, 일반인) 휴머노이드로봇

경진대회

선정방식
출품로봇에 대해 설계우
수성, 성능,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동일 시험환경에서 청소
성능시합 또는 토너먼트
방식격투

□ 기대효과

○ 지능형로봇 관련기업의 개발의욕 고취 및 상품
화 촉진
○ 객관적 평가를 통한 성능 및 안전성 검증으로 신
소비 창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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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KS 제·개정 해설

철강 용접부의 잔류응력 측정방법
규격 제정
소재부품표준과 공업연구관 박주승
02)509-7294 joospark@ats.go.kr

1. 규격 개요
우리나라의 산업화 역사가 30년 이상 되어가면서 석

류응력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측정 원리

유화학, 발전소 등 대형 산업설비나 교량 등 각종 구
조물의 용접부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계장화 압입시험이란 기존의 경도시험과 같이 누르

시기가 되었지만 손쉬운 검증방법이 없어 대형사고

개로 시험편을 압입하면서 로드셀을 부착하여 압입하

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중과 압입깊이를 동시에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이번에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는“계장화 압입시험

계장화 압입시험을 잔류응력이 있는 시험편과 없는

에 의한 철강 용접부의 잔류응력 측정방법”
은 사용

시험편에 실시할 경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입

중인 구조물과 같이 일정 크기 이상의 시험편의 채취
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비파괴적으로 잔류응력을 측정
하는 표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손쉽게 안전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사진은 실제
사용 중인 파이프 라인 위에 측정장비를 올려놓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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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KS 제·개정 해설
하중-압입깊이 곡선의 기울기가 변화한다. 일정한 압

법이다. 다음표는 이들 측정법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입깊이에서 변화된 압입하중을 측정하여 다음의 식에
대입하면 원하는 잔류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3. 기존 측정법과의 비교
기존 잔류응력 측정법으로는 X-선 회절법과 홀드릴

구분

X-선 회절법

원리 격자면간 거리
분해능
±20MPa
시편크기
제한
파괴유무
비파괴
규격여부 ASTM E1426

Hole drilling법

압입시험법

표면변형률
±20MPa
제한없음
파괴
ASTM E837

표면변형률
±20MPa
제한없음
비파괴
KS 제정

링법이 ASTM에 규격화되어 있다. 그러나 X-선법의
경우 현장 설비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시험

4. 기대효과

편을 절단 채취하여야 하므로 진정한 비파괴법이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홀드릴링법은 시험편에 구멍을

이로 인하여 각종구조물 용접부는 물론 배관의 용접

뚫어 측정하는 파괴법인 단점이 있다. 이번에 새로 제정

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력의 파손예측을 현장 사용

되는 압입시험법은 현장설비에 직접 측정기를 올려놓

상태에서 손쉽게 점검케 함으로써 사고방지는 물론

고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측정시 미세한 압입자국

파손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밖에 남지 않으므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시험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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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다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
기술동향
디지털표준과장 김재우
02)509-7266 jwkim@ats.go.kr

1. 개요

조명으로서 아주 중요한 광원으로 주류를 이루게 되
었다.

21세기에 반도체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고휘도

이러한 인공광원의 출현과 종래의 단순표시기, 문자

LED를 이용하여 빛의 삼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뿐만

판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가시광선 저휘도 LED가 최

아니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영역의 빛, 이를 이

근 화합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고휘도 적색, 주황,

용한 백색의 빛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

녹색, 청색 및 백색 LED가 출현됨에 따라 총천연색,

래했다.

고신뢰성, 저전력, 소형화 요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

태양에서의 나오는 빛의 파장을 조사해 보면 파장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백색 LED의 출현은 LED

이 짧은 자외선부터, 사람의 시각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의 조명효율이 백열전구를 능가하게 됨에 따라 조명

파장의 가시광선, 그리고 파장이 긴 적외선에 이르는

광원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발광효

넓은 파장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빛들

율이 높고, 장수명의 반도체 LED가 조명에 사용된다

중에 조명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하는

면 전력 소모도 줄이고, 에너지 소모도 감소하여, 이에

꿈, 즉 가시광선을 만드는 일은 사실상 인류의 시작과

따른 환경 보존 정책에도 부합될 것이다.

함께 도전이 시작되었다. 선사시대의 모닥불에서부터
등잔불, 가스등 등을 거쳐 현대의 백열 전구, 형광등에

2. LED 동작원리

이르기까지 끝임없는 시도가 이루어왔다. 그러나 사실
상 조명을 위한 인공 광원의 효시는 1879년 에디슨이

발광 다이오드, 즉 LED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PN

발명한 탄소 필라멘트 백열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접합 다이오드이다. 실리콘 PN 접합이 전자정보 혁명

할 수가 있다. 1940년대 초반 방전에 의해서 생기는

의 주역이었다면, Ⅲ-Ⅴ족 화합물 반도체 PN 접합은

자외선이 칼슘 할로인산 형광체를 여기시켜 가시 광

빛 혁명의 주역이다. Ⅲ-Ⅴ족 화합물 반도체는 원소의

선으로 변환시키는 형광등의 출현은 가정용, 산업용

주기율표 상에서 Ⅲ족과 Ⅴ족의 원소가 화합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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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것으로, 발광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 (실

다. 이렇게 나오는 빛은 백열 전구의 팔라멘트처럼 뜨

리콘보다 약 10,000배정도 높음) 물질 개발 초기부터

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백열(incandescence과는
) 달리,

LED나 다이오드 레이저 등 발광소자에 널리 응용되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빛으로 변환되는 것뿐이

어 광통신 혁명의 주역이 되었다.

므로, 뜨거워지지 않고도 나오는 냉광(cold light)이다.

또 전자의 이동속도가 높고 고온 동작이 가능하여 고
속, 고전력 전자소자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백열은 아주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이 동시에 나오
는 데 비하여, LED 빛은 전도대과 가전대 사이의 에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 전하의 핵과 - 전

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좁은 파장 영역의 빛만 나온다.

하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P형 반도체는 전자가 채

발광 다이오드(LED)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가시

워져 있지 않은 빈자리가 있는 반도체로 이해할 수

광선 영역의 발광 다이오드(LED)에서는 광도[단위 :

있다. 이 빈자리는 물방울과 같아서 위로 떠오르려고

칸델라(Candela, cd)]가 사용되며, 비가시광선 영역에

하며, 원래 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전자가 없는 것

서는 방사속[단위 : 와트(Watt)]로 표시된다.

이므로 + 전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광도는 단위 입체각당의 광속으로 표시되며, 휘도는

정공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단위 면적당의 광도로서 표시되는데, 광도를 측정하기

채워져 있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물과 같

위해서는 광도계가 사용된다.

아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가시광선 LED 성능을 판별하는 주된 평가요소는 발

이 P, N 반도체를 붙여 놓고 전압을 가해 주면, P형

광 효율(Luminous Efficiency)로서, Watt 당

반도체의 정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가서 가운데층으

Lumens(1m/W로
) 표시된다. 이는 사람 눈의 시감도

로 모인다. 이와는 반대로 N형 반도체의 전자는 P형

를 고려한 Wall-Plug 효율(광출력/입력 전기 파워양)

반도체 쪽으로 가서 전도대(conduction band)의 가장

에 해당한다.

낮은 곳인 가운데층으로 모인다. 이 전자들은 가전대

한편, 가시광 영역의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가시광

(valence band)의 빈자리(정공)로 자연 스럽게 떨어

원은 인간의 눈에 대한 감응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며, 이 때 전도대와 가전대의 높이 차이 즉 에너지

555nm의 녹색 파장에서 최고치를 갖는 반면, 적색이

갭(energy gap)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나 보라색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390nm

된다. 이 에너지는 주로 열이나 빛의 형태로 방출되는

보다 단파장이나 750nm 보다 장파장으로 가게 되면

데 빛의 형태로 방출되면 LED가 되는 것이다. 이 때

거의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녹색 파장 부

에는 전자, 정공, 빛을 모두 입자로 보아야 하며, 전자

근에서 작동하는 광원의 경우에 가장 높은 발광 성능

와 정공 한 쌍이 없어질

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때마다 빛 입자가 하나씩

나온다.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건전지에서 1초

이에따라 고휘도 LE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양자

동안 넣어주는 정공, 전자쌍의 수에 비례하므로, 나오

효율 및 외부양자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 및

는 빛 입자의 수, 또는 광출력은 전류에 비례하게 된

반도체 재료의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기술표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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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D 반도체재료

에는 GaP에 다량의 N을 첨가하는 것과

에서 X가

큰 결정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
적색 LED의 경우에는 GaAs와 AlAs의 혼합 결정인
GaAlAs, GaAs와 GaP의 혼합결정인 GaAsP가 주로

러나 두 가지 물질 다 간접천이형 반도체로서 고휘도
LED 실용화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되어 왔다. GaAsP는 미국의 몬산토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결정 성장 기술은 반도체 발광 소자를 제조

연구 및 실용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GaAlAs은 GaAs

하는 핵심기술로서 액상 성장법(LPE, Liquid Phase

기판위에 GaAlAs를 성장한 이종접합 적색 LED가 일

Epitaxy), 기상 성장법(VPE, Vapor Phase Epitaxy),

본에서 발표된 이래,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

유기금속화학 기상증착법(MOCVD, Metal Organic

루어졌고, 고휘도 LED의 실현도 GaAlAs 재료에서 먼

Chemical Vapor Deposition) 및 분자빔 성장법(MBE,

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InGaAlP와 같은 4원계 조성

Molecular Beam Epitaxy) 등이LED 및 LD 양산에 사

의 화합물 반도체 박막성장 기술 발달에 따라 백열

용되고 있다.

전구보다 높은 조명효율을 갖게 되었다.
녹색 LED의 경우에는 AlP와 GaP가 가장 좋지만
AlP은 가장 산화하기 쉬운 원소로서 AlP는 공기 중
에 존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발광영역에서는 처
음부터 GaP 중심으로 구현되어왔다. 그러나 어느 쪽
의 물질이던지 간접 천이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발광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웠다. 또한 순
녹색의 발광도 얻어지지 않았으나, 추후 InGaN의 박
막성장이 성공하게 됨에 따라 고휘도 녹색 LED의 구
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LED 및 LD의 대표적인 재료, 파장 및 성장방법>
색

기존의 발광 소자

새로운 발광 소자

재료 파장[nm] 제조기술 재료 파장[nm] 제조기술
적색 A1GaAs
주황색 GaAsP
황색 GaAsP
녹색
GaP
GaP
청색
자외선

660
610
585
570
555

LPE
VPE
VPE
LPE
LPE

InGaA1P 644
InGaA1P 612
InGaA1P 590
InGaA1P 562, 574 MOCVD
InGaN
525
InGaN
450
InGaA1N < 350

청색 LED의 경우에는 가장 실현하기 어려웠던 색으
로서 처음에는 SiC, ZnSe, GaN등의 세가지 물질이 개

4. 고휘도LED 기술동향

발대상 이었으나. 이중GaN이 In의 조성비에 따라 적
색에서 near UV까지 발광할 수 있는 InGaN 박막성장

가. LED 발전 개요

이 가능함에 따라 고휘도 청색 및 녹색 LED의 출현
이 가능하게 되었다.

LED는 기본적으로 p형과 n형이 접합된 반도체 양

이밖에 실제의 LED 사용에 있어서 위에 기술된 삼원

쪽에 전극 단자를 만들고 단자간에 전압을 가하면 전

색 이외에 황색, 등색 등이 중간색이 필요하게 되는데,

류가 흘러 p-n접합 부근에서 빛을 방출하는 소자를

이들 색에 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결정으로서는, 처음

말한다. 이러한 LED의 시조는 1923년에 탄화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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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재료에서 직류전류를 흘렀을 때에 발광했던 최

좋은 100 1m/W를 능가하는 고휘도 적색 LED가 개발

초의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이후 1952년에는 Si과 Ge

됨으로써 반도체 조명의 시대가 도래를 예고하게되었다.

의 반도체 p-n 접합에서 발광이 처음 보고가 되었고,
또한 GaP 와 같은 Ⅲ-Ⅴ의 화합물 반도체가 LED재

나. 고휘도 가시광선 LED 기술동향

료로써 처음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1955년에는 GaP
단결정을 성장시켜서 점접촉의 전극에 의해 오렌지

LED의 성능 지수는 발광 효율로 나타내는데 LED

발광을 관측하게 되었다. 실제적인 연구는 1960년대에

에 공급한 1 Watt 전력당 사람 눈이 느끼는 밝기

많이 이루어졌는데, 1962년에는 GE에서 현재와 같은

(1umen:1m값으로
)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칸델라

반도체 LED를 개발하였고, 1968년에는 GaAsP의 3원

(cd)로 표시되는 광도로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1cd

계 화합물로 된 적색 LED가 양산되어 미국에서 사용

는 555nm의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단위

화 되었다. LED가 처음으로 사용 된 곳은 우주선내의

입체각(steradian당
) 1/683W 일 때 그 방향에 대한 광

표시램프가 최초라고 말해 지고 있다.

도를 나타낸다. 시감도, 즉 사람 눈이 느끼는 밝기는

사실상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LED의 에너지

파장에 따라 1umen 값이 결정되는데 555nm(1nm =

변환효율이 1% 수준에 머물러 있던 LED가 1980년대

10-9m) 파장의 녹색 빛은 683 1umen을 1로 기준으로

후반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변환효율이 색 필터를 붙

한다. 이때 470nm의 청색은 62 1umen으로 시감도가

인 백열전구보다 높은 수준을 이루게 되어 AlGaAs 0.1, 625nm의 적색은 219nm로 0.3 밖에 안된다.
기술을 이용한 고휘도 적색 LED의 출현이 이루어 졌

사실상 이러한 LED의 발광효율은 조명기구에 비교하

다. 이때부터 LED가 자동차의 브레이크 등이나 미등,

면 조명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

적색 신호등 등에 사용되게 되었다. 1992년에서부터는

만 하더라도 적색 LED의 조명효율은 1 lm/W에 머물

AlGaAs기술보다 훨씬 휘도를 높일 수 있고, 신뢰성을

러 형광등은 물론 백열 전구에도 크데 못 미치는 수

확보할 수 있는 InGaA1P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초고휘

준이었다.

도 적색 및 주황색 LED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AlGaAs 적색 LED

사실상 이때부터 LED 교통 신호기의 보급의 혁명이

의 조명 효율이 백열전구 수준을 넘어서 마침내 2000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1993년 말에는 일본의 니

년도에는 미국의 에질린트사에서 개발한 절두형 역피

치아 화학에서 InGaN 고휘도 청색 LED가 개발되었

라미드 구조의 AlGaInP LED가 형광등 수준을 훨씬

고, 1995년에는 고휘도 녹색 LED가 개발 됨으로써 오

추월하게 되었다. 적색 LED의 조명효율이 적색 필터

랜 숙원이었던 빛의 삼원색인 적색, 청색, 녹색 LED

를 쓴 백열전구에 비하여 20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

가 등장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청색 LED에 형광물

는데, 이는 교통신호등에 위와 같은 AlGaInP 적색

질을 첨가 시켜서 구현한 백색 LED가 개발되었고,

LED를 사용하면 전력소모를 20분의 1 정도로 줄일

2000년도에는 LED의 성능지수가 형광등보다도 훨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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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녹색 및 청색 InGaN LED도 조명효율이 백열

하고 최근에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교통 신호등 전

전구 수준을 능가하게 이르렀고, 빛의 삼원색을 구현

체가 LED 신호등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할 수 있는 고휘도 LED가 모두 개발됨에 따라 총천

에서도 올해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설치 운

연색 실외 전광판을 비롯한 대형 디스플레이의 제작

영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적색, 녹색 및

그 자체가 매우 작은 발광원이기 때문에 소형화, 박막

청색 LED의 3개 칩을 사용하여 백색 비롯하여 모든

화를 하기가 좋고, 발광 스펙트럼이 좁기 때문에 단색

색을 만들 수는 있는 방법은 주로 디스플레이용으로

성의 광원 확보 및 시각 인식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

만 국한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조명에 사용될 수

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LED 광원

있는 백색 광원은 청색 LED에 노란색 형광물질을 도

의 기술 발달의 최종 목표는 일반 조명에의 구현이다.

포하여 구현된 백색 LED가 등장함에 따라 LED의 응
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LED을 사용

그러나 현재의 백색 GaN LED의 조명효율이 약 20˜
301m/W로 일반 조명으로 사용하기에 역부족이지만,

하는 반도체 조명에의 길로 성큼 다가가게 되었다. 따

반도체 기술의 개발 노력과 시장에서의 요구 여하에

라서 현재 LED의 휘도와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됨

따라 그 일정은 크게 앞당겨 질 전망이다.

에 따라 종래의 백열전구를 광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분야에서 서서히 대체 사용 을 시작하게 되었다. 백열
전구를 대체하여 광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분야는

5. LED 응용기술및 활용분야

자동차용 조명 기기와 교통 신호기이다. 1986년 미국
의 운수성 국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으로부터 LED

현재 저휘도 LED는 우리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

광원이 자동차 등의 광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탑

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음향제품, 카메라 등의

재가 의무화된 하이마운트 스톱램프를 비롯하여 최근

광학제품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LED의

에는 자동차 실내등, 브레이크등, 방향 지시등, 나아가

고휘도화, 다색화, 저가격화, 고기능화등에 대한 노력

서는 초 내구성을 요하는 트럭내 에서의 LED 광원

으로 실외 및 새로운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의 사용은 LED 조명 광원의 신뢰성 및 성능의 우수
성을 실증한 입증한 셈이다. 교통신호등에 응용 분야

가. IrDA 적외선 무선통신

에서는 적색 신호등이 가장 먼저 실용화되었다. 소비

O. IrDA 통신기술

전력이 80%이상 절감이 되고, 수명이 50배 이상이 되
며, 역광에 대해 시인성이 좋으며, LED가 일부가 고

현재 무선호출 및 이동통신 등에 의한 무선통신의

장나도 신호등 자체가 소등되는 상태로 되지 않기 때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현대인의 이동성을 많이

문에 주행 안정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최근 노트북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초기 투자의 부담에도 불구

(notebook) 컴퓨터와 전자수첩, 개인휴대단말기(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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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Digital Assistant), 무선 LAN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모빌오피스(Mobile Office)의 실현을

· 컴퓨터와 전화기 및 휴대폰간의 무선에 의한 데
이터통신용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무선통신의 발전이 진행될

· 이동성을 이용한 모빌오피스(mobile office)의실현

수록 전파의 주파수 문제는 피할 수 없게 되어 이를

· IrDA를 이용한 무선공중전화를이용한 데이터통신

대체하기 위한 기술의 하나로 외국에서는 적외선

· 컴퓨터간 또는 컴퓨터 주변기기간의 무선데이터

(Infrared을
) 이용한 광무선 통신의 보급에 박차를 가

통신용

하고 있다. 이미 유선통신의 분야에서는 광파이버를

· 컴퓨터와 공중통신망과의 무선데이터통신용

이용한 통신시스템이 널리 실용화되어 있지만 무선분

· 고속 무선통신 기기에의 응용

야에서는 전파에 비해 기상조건이나 대기상태에 따른

· 무선 LAN 또는무선 ATM을 위한 송수신용 단말

영향을 쉽게 받는 면이 있어 사용화 될 수 있는 범위

적외선(Infrared Rays : IR) 통신은가정의 TV, 스

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와는 다리게 적외선통신의

테레오, 에어컨 등의 리모콘에 폭넓게 사용되어 온 기

이점은 무선화(cordless) 이외에도 장치의 소형화에 의

술이다. 적외선이란 파장이 적색가시광선 보다도 길

한 발광다이오드(LED) 및 수신용 포토다이오드(PD)

고, 0.4mm 정도보다는 짧은 전자파(장)로 육안으로는

를 장착할 장소만 확보되면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소

포착할 수 없으며, 공기 중에서 투과성이 높다. 그 때

비전력도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적외선을 이용한

문에 적외선을 이용한 기술은 리모콘 등의 데이터 통

광무선 통신은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살리면서 외

신 외에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부의 대기상태와는 무관한 실내용 컴퓨터 네트워크,

들면 자동문의 개폐감지기나 카메라의 오토포커스(자

더 나아가 무선 LAN 시스템구축에 적극적으로 활용

동집점)등은 적외선의 반사광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

되리라 예상되며,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컴퓨터 주변기

정한다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기에 IrDA(Infrared Data Association) 방식의 적외선
단자를 장착한 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적외선 통신 기술의 특징은.
① 안전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IrDA 통신단말을 장착한 제품,

적외선 그 자체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등이 최근에 출시되고 있으며

할 수 있다. 가전제품의 리모콘이나 자동문 등에

이와 관련된 응용제품이 속속 등장하리라 본다.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적외선을 이용한 통신기기 개발에 주력하

② 각국의 법규제가 적다.

고 있지만 국내의 개발수준은 주로 노트북이나 컴퓨

IrDA 방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850˜900nm의 적외

터 본체에 IrDA 통신포트를 장착하는데 국한되고 있

선은 각국에서 법의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일

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IrDA 응용제품 개발이 필요

제품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 실정이다.

③ 기밀보호에 우수하다.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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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에서는 도청등의 위험을 동반하므로 시큐

⑥ 커넥터 형상이 다르다는 등의 문제가 없다.

리티의 보호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적외선통신에서는

LAN에서는 네트웍 형상이 달라지면, 커넥터의 종

보증되는 송신거리가 짧고(IrDA방식은 규격으로 1m

류를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기종의 버스

이내, 옵션으로 3m이내로 하고 있다.) 지향성이 높아

규격이 달라도 대응하는 카드도 다르게 된다.

서비스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송신 거

적외선통신에서는 물리층이 표준화되어 있어 이와

리가 짧다」라는 약점은 시큐리티의 면에서는 유리하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게 작용한다. 적외선통신은 광에 의한「Point and

⑦ 소비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Beam」의 통신수단에서 상호 볼 수 있는 범위밖에 사

소전력 전파에서는 송신에 1W이상의 전력이 필요

용할 수 없다.

하다. 1W를 소전력의 한계로 보면 적외선통신의

투과유리 정도라면 적외선은 통과하지만, 백은 통과

PC카드 본체에서는 고속송신중의 경우에도 수백

가 불가능하다. 적외선 통신이가능한것은 자신이볼 수

mW, 대기시에는 수 mW로 충분하고, 모빌컴퓨터

있는 범위로 한정되므로 시큐리티 면에서 우수하다.

용의 PC카드라면 최대 800mW로 충분하다.

④ 비 접촉에 의한 높은 신뢰성

⑧ 1˜10Mbps 정도의 고속통신이 가능

ISDN과 같은 접촉형의 단자는 오접속이나 마모 등

IrDA-SIR Ver. 1.0에서는전송속도가 115.2kbps (Bit

손상의 가능성 높으나 적외선통신에서는 비접촉형

Per Second : 비트/초)인데, IrDA-SIR Ver. 1.1에서

의 수신부를 이용하므로 오접속이나 마모의 피

는 소위「고속모드」로서, 0.576Mbps와 1.152Mbps,

해가능성은 낮게 된다.

더 나아가 4Mbps가 채용되어 취급하는 데이터양도

⑤ 케이블이나 커넥터, 안테나가 불필요하여 저비용

명함정도의 데이터 양에서부터, 합성규모의 텍스트

화, 소형화가 가능하고, 적외선통신은 접속케이블

데이터나 정지화데이터로 변화하였다. 금후 전송속

이 불필요한 무선통신 기술이므로 다음의 3가지

도의 향상에 의해 음성데이터나 동화상데이터 등

방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의 멀티미디어도 취급하게 될 것이다.

가) 정보기기 본체에 적외선 통신장치를 내장한다.
나) PC카드 슬롯을 구비한 정보기기 본체에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비한 PC카드를 삽입
한다.

나 LPH(LED Printer Heads) chip
LED는 복사기, 프린터, 스케너, 팩스기등의 OA 기
기에서 정전기 잠상을 만들거나, 지우는데 쓰이거나

다) 정보기기 본체에 적외선통신 어댑터를 접속한다.

차세대 광계측기, 광응용 시스템에 사용되는 핵심 광

위 어느 방식에서도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나 증

원으로 그 응용 분야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폭기, 혹은 케이블 접속용의 커넥터 등의 불필요

복사기에 있어서는 감광드럼의 전하제거용 광원으로

하므로 소형화나 경량화가 꾀해진다. 또한, 케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광원은 복수의 LED를 직선으로

블을 별도 휴대하는 등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열하여 선형태의 균일한 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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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Array bar가 이용된다. 또한 원고 판독용 광원으

한 색을 구현한다는 것을 뜻한다. RGB색은 각 색깔에

로 사용되고 있는 관련 예는 팩시밀리이다. 종전의 팩

따라 이웃하지만 조금씩의 파장 차이를 보이며 이로

시밀리에서는 원고 판독용으로 형광등과 같은 전열램

인하여 정확한 색의 표현이 어려워진다. 또한

프가 이용되었으나, LED는 긴 수명에 예열이 필요 없

CIE(Commission on Illuminatin)에서정한 chromaticity

기 때문에 순간 점등이 가능하여 구동이 간단하고 소

diagram색
( 상도)에서 보면 표현 가능한 색상 영역이

비전력이 적으며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가능하여

제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색에 근접한 발광원

구동이 간단하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소형화할 수 있

을 개발하고, 총천연색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기 위하

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 가시광 영역의 전파장 영역에서 발광하는 LED 소

종래의 기술로는 개별 LED 램프를 기판위에 탑재

자들의 개발이 완료 되어, 빛의 삼원색인 적색, 녹색,

하여 프린터용 광원을 제작하여 왔지만, 이러한 경우

청색의 소자를 이용하여 총 천연색의 전광판을 제작

광량의 편차가 크게 일어나서 세밀한 복사가 불가능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옥내, 옥외용의

하고, 소형으로 제작할 수 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형 LED 전광판은 명도(휘도, 채도, 색상/색조)이어

해결하기 위해서 LED Array Bar의 기하광학적인 설

우러져 우수한 영상을 재현하는 최고의 첨단 매체를

계를 가미하여 광량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제공한다.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또한, 고속

이러한 LED 전광판은 초고휘도 LED를 사용하여

대용량의 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원만한 데이터를 처

태양 직사광선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표출시키며, 적색

리하는데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은 물론 청색과 녹색을 본래의 색파장에 근접하는 파

따라서 현재에는 반도체 집적기술을 이용하여, 발광

장을 선별하여 사용하여 White Balance를 맞춘 상태에

소자 구조를 갖는 에피택시 웨이퍼위에 선택적 발광

서 자연색에 거의 근접한 선명한 full-colo의
r 색채전광

영역을 갖는 LED dot를 인치당 400˜1200개 정도의
조밀한 집적도를 갖는 단일소자 발광칩을 개발하고

판 화면을 유지할수있다. 대형 전광판은 pixe이
l 라는
RGB 소자로 구성된 chromaticity diagram상의 색상을

있다. 이러한 LTH(LED print heads) 칩은 프린터 영

나타낼 수 있는 단위소자이며, module이란 여러개의

역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며, 개

pixe로
l 구성되어 문자나 그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기

별적인 국소영역의 발광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표시소자를 뜻하며 대개 문자를 표시하기 위한 16

고속, 고성능, Color LED 프린터를 만드는데 중요한

×6 Pixel을 module이라고 부른다.

핵심부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광판화면구성은 기본 LED matrix로 적당한
module을 구성하며 module이 조합되어 화면을 구성하

다. Real color display 픽셀 및 모듈

며, 이 때 matrix 형태를 이룬 LED dot 가 전광판의

Real color display 빛의 삼원색의 Red(적색),

품질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정밀한 그림

Green(녹색), Blue(청색)를 이용 하여 자연색과 동일

의 화면 또는 color 화면을 원할 경우 작은 LED do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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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resolutio을
n 구사하여 정밀한 화면을 표출 할
수 있으나 경제적 면을 고려해야 한다.

있으며 미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다양한 색체를 사
용하여 full color이면서 크기는 극히 작으며, 색상의 가

대형전광판용의 고휘도 LED sign vision은 최대 10,000 시각도를 좋게 하기 위한 구조를 갖는 다양한 실장기
cd/㎡ 이상의 휘도 출력이 가능하다. 현재의 기술 수

술이 개발되고 있다.

준은 더욱 광범위한 빛을 확산하는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평균 휘도(White 표출시) 5,000 cd/㎡ 이상을

마. ITS 응용기기-교통신호등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아래에서도 선명
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교통신호등은 가장 중요한 교통통제 수단으로서 매
년 전국 교통신호등의 설치가 약 15%씩 증가하고 있

라. LCD용 광원

다. 그러나, 기존 백열전구식 교통신호등은 차량등
100W, 보행등 60/100W 백열전구 사용하고, 발광효율

Back Light 광원은 LCD 화면에 LED 칩이나 LED

이 낮아서 매우 큰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백열전구

SMD를 적절하게 배열하고 LED부분의 hotspo을
t 확

는 내구수명이 약 4000시간 정도로 잦은 고체주기를

산필름으로 제거하여 균일한 휘도를 얻는 광원실장기

갖고 있어 많은 보수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

술로서 직광식 또는 측광식으로 LCD Panel의 균일한

한 시간경과에 따른 급격한 밝기감소로 운전자의 시

휘도를 보장한다.

인성 및 판독성을 저해하여 교통체계의 위험요소를

저전력 소모, 균일한 밝기, 반 영구적 수명과 신뢰성,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색상 구현(Red, YG, Blue, Orange, White..)이

이에 비하여 LED 교통신호등은 첨단 반도체인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 모바일 폰, Palm PC, IMT-

LED 소자를 기존 백열전구를 대체하여 교통신호등

2000, 디지털 카메라, 켐코더, 노트북, 계산기, 가전제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LED 소자는 자체 선명한

품, 산업용 기기의 LCD display등의 back light 광원으

색상과, 고휘도, 적은 전력소모, 강한 내구성 등 고유

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옥외 광고물이나 가변

정보통신기기의 소형, 슬림화 추세에 따라 기기의

정보표지판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LED 단일 보행신

각종 부품인 저항, 콘덴서, 노이즈 필터 등은 더욱 소

호등의 주요 기증 및 특징은 LED 픽셀을 이용하여

형화, 마이크로화 되고 있으며 PCB기판에 직접 장착

한 개의 등으로 다색의 구현이 가능하고, 전자소자로

하기 위하여 SMD(surface Mount Device)형으로만들

서 잔여시간 표시를 위한 점멸표시, 문자나 기호등을

어지고 있다.

삽입하여 색약자를 위한 기능의 삽입이 가능하고 주

이에 따라 표시소자로 사용되고 있는 LED램프도

변의 밝기 에 따라 신호등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SMD형으로 개발되고, LCD 등의 백라이트용으로 사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시인성 향상, 에너지 절감, 유지

용되어 소형기기 표시기의 광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보수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의 목적으로 미국, 유럽,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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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등의 여러 국가엣 1990년대부터 교통신호등

LED를 사용하면 백열전구에 비하여 85% 이상이 줄

에 적용 중에 있다.

어들게 된다. 즉, 긴 수명과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이라

미국은 기존 ITE(institute of Transportation

는 점에서 기존의 백열전구나 형광램프에 비하여

Engineers의
) 신호등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LED가 우수하다. 자동차 대쉬보드의 back light 같은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개별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있

유지보수가 용이치 못한 곳에는 수명이 긴 조명 장치

다. 광도는 적색(339cd), 황색(1571cd), 녹색(628cd)을

가 필요하다 또한 광산과 같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

기준으로 하고, 국가산하 연구기관에서 계속적인 실험

우에 있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조명기구가 필요하여

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규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

백색 LED의 실용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며(LRRP(Lighting Research Center Rensselar

질화물 반도체를 기초로 한 백색 LED는 이것이 이

Polytechnic Inst.)), 현재 적색신호등은 이미 설치되어

용될 모든 분야에서의 여러 조건, 즉 낮은 전력 소비

운영되고 있고, 녹색과 황색은 가격이 여전히 고가이

량, 높은 효율, 수명의 장기화 등을 만족시키고 있다.

지만 설치를 시작하고 있으며, 에너지 관리기구인

예를 들어 기존의 백열전구보다 1/8, 형광등의 1/2의

CEE 회원의 약 35%가 LED신호등의 교체를 희망하

소비전력, 고온에서의 사용가능, 기존의 형광등보다

고 있다.

50-100배의 수명연장 등 상당히 많은 우수한 성능을

국내에서도 고휘도, 저에너지, 장수명의 교통신호등

지닐 것이다. 하지만 lamp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

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국가 표준 충족, 신뢰

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 나타내는 빛의 자연성,

성 및 내구성을 갖춘 첨단기술 제품, 에너지 및 유지

효율, 출력, 수명, 생산단가 등에 있어서 월등히 우수

관리비용 절감, 초기투자 자본회수기간 단축할 수 있

한 성질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성질

는 규격정비 및 제품 개발을 위하여 2002년 4월에 기

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품위의 InGaN의 성장, 새로

술표준원에 의해 LED교통신호등 KS규격이 제정되어

운 에칭방법 개발, contact시 저저항형성, 새로운

발표되었다.

CCS(Color Conversion Sheet)의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바. 조명용 백색광원

국내에서는 질화물 반도체 관련기술을 꾸준히 개발
하여 왔으며, 많은 기업과 연구소에서 백색광원소자 개

백열전구나 형광램프의 경우 LED와 비교하면 수

발을 실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형광등에 견줄만 한 고

명과 전기적 효율성 및 전력 소모 측면에서 상당히

휘도의 백색 LED 생산 기술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

뒤떨어진다. 백열전구나 형광램프의 경우 수 천 시간
대의 수명을 갖는데 반해서 LED의 경우 수 만 시간

6. LED 시장및 전망

대의 수명을 갖는다.
또한 동일한 밝기의 빛을 얻기 위한 전력소모가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시장은 2000년에는 12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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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고 전체 발광 다이오드 시장의 42%를 차지

색, 녹색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가 개발되면서 확대됐

했다. 시장 조사 전문회사인 Strategies Unlimited사가

다. 차량의 중앙 부분 위에 장착되는 정지 램프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High Brightness LED Market (Center High-mounted Stop Lamps)는미국, 유럽, 일
Review and Forecast 2001'에따르면 이러한 성장은 향

본에서 30%의 차에 장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7

후에도 계속되어 2005년에는 34억달러에 이를 전망이

년부터 차량의 기기 팬널에 청색, 녹색, 백색, 오렌지

라고 한다.

색의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가 장착되기 시작해 오늘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는 몇 개 대기업과 다수의 신
생 기업들에 의해 공급되고있다. InGaN의 질화물 화
합물 반도체에 기반한 청색, 녹색, 백색 발광 다이오드

날 유럽산 차의 50% 이상이 이런 발광 다이오드를 장
착하고 있다.
최근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발광 다이오

시장은 Nichia Corporation, Toyoda Gosei, Cree, Osram 드를 이용한 교통 신호등 시장이다. 발광 다이오드의
Opto Semiconductors, Gelcore 등에의해 주도되고 있으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통 신호등을 대신

며, AlGaInP에 기반한 황색, 오렌지, 적색 발광 다이오

하고 있는 이유는 발광 다이오드가 기존의 램프보다

드는 Agilent Technologies, Lumileds Lighting, Osram 안정적이며 기존 신호등의 20% 밖에 안 되는 전력을
Opto Semiconductors, Toshiba, UEC 그리고 Epista에
r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의해 공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Stanley Electric,

위기 사태로 교통부는 20만 개의 교통 신호등을 고휘

Matsushita Electric, Sharp, Citizen Electrics 등대기업과

도 발광 다이오드로 바꾸었다.

AXT, Uniroyal Optoelectronics등신생 기업들이 경쟁하
고 있다.

지난 몇년동안 소형LCD, 특히 이동 전화용 단말기
의 LCD Backlight용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가 시장 성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가 모든 시장 영역을 파고 들

장에 기여했다. 단색 디스플레이용 Backligh나
t 칼라용

고는 있지만 어떤 분야는 발광 다이오드의 기술 발전

백색 Backlight 모두 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

에 따라 시장이 개척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형 총

으며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로 확산되고 있다.

천연색 옥외 전광판 시장은 1990년대 중반에 적색,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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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SO원안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주장한 의견을 모
두 수렴한 다음 주석에 붙여 승인여부를 투표한다.
종이의 시험규격에 있어서 제지회사 등에서는 종이펄

최근 국내 종이의 수입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프제품의 품질관리, 제품개발과 기초연구의 데이터 수

있는 상황이며,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서 수입한 복사

집에,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펄프, 종이제품의 사양공

용지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

개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시

으로도 각종 인쇄용지 및 정보용지의 수입량 또한 점

장에 나아가서는 상품과의 비교 및 과거 자사제품과

차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 비교 등, 객관성이 있는 공통의 평가수단을 제공하

규격 전문위원회는 한국이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받

고 있으며, 제지공업연합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자료를

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현재 ISO에서

받아 종이 펄프관련시험규격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의 투표와 KS의 ISO 규격 정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종이펄프 제지전문위원회의

있으며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시험규격을 해설하고

활동상황으로는 KS의 제정과 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초안 작성 및 ISO(국제표준화기구) 규격원안의 심의

종이펄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험규격에

등 규격 중심으로 되어 활동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는 ISO 국제규격, KS 한국공업규격, JIS 일본공업규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않기 위해

격, ASTM 및 TAPPI 등의 종이 펄프 시험방법 등이

서 국가규격제도는 KS와 ISO 규격을 점차적으로 정

있다. 한국공업규격인 KS시험방법은 일본시험방법을

비화 하고 있다. 실제로 ISO 규격은 세계규격을 모아

전면 도입하였으며, 일부 TAPPI 규격을 적용하였고

서 공통부분을 도출하여 표준규격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 외에 ASTM 규격 등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전 산

ISO의 신 규격 책정과 현행 규격개정을 제안함에 있

업분야가 공통이지만 수년간 종이펄프분야의 시험규

어서 먼저 제안한 국가가 유리한 제정과 개정을 추진

격은 대폭 개정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ISO와

하게 된다. 자국의 시험방법을 국제규격으로 하게 되

KS의 부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ISO국제규격

면 국제규격에서 당연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

종이 및 판지의 인장강도 시험방법규격 등 26개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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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KS규격으로 새롭게 부합화 하여 제정하고 그 후

상이 등이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이며, IDT는 실

3-4년 동안 점차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하였다. 이와

제시험에 있어서 기술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단

같은 규격개정에 대해서도 해설한다.

체규격은 국내규격을 보조하는 규격으로 규정되
어 있다.

○ 적용 지역에 의한 규격의 분류
○ 규격규정 내용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규격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역 또는 범위를 분류하
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국제규격,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제적으로 적합한
규격. : ISO와 IEC규격
2) 지역규격 유럽 등의 일부지역내의 조직이 제정운
영하고 있는 규격 : CEN(유럽표준화위원회)
3) 국내규격, 국가규격, 국가또는 국내표준기관단체가
제정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격 : KS, JIS, JAS,

1) 기본규격 용어, 기호, 단위, 표준 수 등의 공통사항
을 규정 (KS M 7071 종이, 펄프의용어 등)
2) 방법규격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 (KS M 7014 종이의인장강도시험방법등)
3) 제품규격 제품의 형상, 치수 ,재질, 품질 ,특성, 기능
등을 규정 (KS M 7072 종이의 치수, KS M 7501
크라프트지 등)

ASTM, DIN등
4) 단체규격, 국내 사업자단체 등이 정한 규격, 학회

1. 국제표준화정세

등이 제정한 규격, 단체내부에 적용하는 규격 :
TAPPI 종이펄프시험방법, TAPPI 시험방법,
JAPAN

규격 개정의 역사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1980년에 정
해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스탠다드

5) 사내규격 : 사내관계자의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규격

코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미 국제규격을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큰 규격은 상위

일부 추진하고 있었지만 1995년 1월에 WTO(세계무

규격이 되고, 유사한 시험규격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역기관) / TBT협정(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

있다. 언어와 지역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되면서, 1999년부터 5개년 계획 하에 KS규격 부합

국내규격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게 된다.

화작업을 실시하였다. 국가규격제도가 무역의 비관세

KS규격은 1999년 이후 발행한 규격을 원칙적으로
ISO와 부합화 하였다. 부합화의 종류는 다음 3종류의
기호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장벽이 되지 않기 위해 이러한 책정은 당연한 국제규
격을 기초로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협정하였다.
실제로 1999년에 ISO/IEC guide 21이라는책이 발행

① IDT(일치), ② MOD(수정), 및 ③ NEQ(동등하지

되었으며, 국가규격이 국내 실정에 맞게 추가사항을

않음)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IDT 규격이외에

보완하였고, 필요치 않은 사항은 삭제하였다. 2000년 2

MOD가 있다. MOD라고 부르는 것은 인용규격의

회에 걸쳐, 직접 투표를 행하였고, 투표국은 다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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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역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세계시장의 실태와 기

로 구성됨)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개정, 제정 등의 심

술적발전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사항

의원안이 확정되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확정 한다

은 다음과 같다.

KS규격의 개정, 확인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으로 긴급하게 대응할 규격에 대해서 는 표

1) 국제규격작성프로세스의투명성, 개방성, 공평성을확보 준정보제도(TR : Technical Reports)를활용할 수 있다.
2) 국제규격에 관한 시장적합성(세계시장의 실태, 기
술진전의 실태반영하고 시장에 의한 경쟁, 기술혁

3 ISO 국제규격동향

신을 왜곡하지 않을 것)의 확보 등의 개념이 동 부
속서(국제규격작성 프로세스에 관한 원칙)에 반영

3.1 ISO의 조직과 ISO 규격제정절차

되었다. 그보다도 특정지역에서만 이용되고 국제시
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규격, 현재 상태의 기

국제규격은 원활한 국제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

술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옛 규격, 환경적인 문제가

리성, 실제적용 가능성,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된 규정 및 규격 등이 있다.

보호, 안전과 건강의 확보, 국제무역에 의한 평등성 등

국내에서는 국제규격을 적정하게 개정하기 위한

을 시장과 사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제안활동을 할 예정이다.

위해서는 견실하고 공정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 ISO규
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SO의 정식 명칭은 국

2. KS규격개정방법

제 표 준 화 기 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라고며,
)
각 국의 표준화기관을 중심으

KS규격개정은 표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규격을 개

로 하는 국제표준화기관은 표 1과 같이 조직되어 있

정하고 있다. 시험규격은 전문위원회에서 KS규격 초

다. ISO내에 종이펄프관계전문위원회는 TC 6(Paper,

안을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KS규격 초

board and pulps)으로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안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보하면, 전문위원회에

TC 6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ISO규격은 다음과

서는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위원회구성

같은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고 36개월 이내에 국제규

은 생산자단체협회, 제지회사관계자, 교수, 시험검사기 격으로 최종(안)이 결정된다.
관, 제지펄프연구소등이 포함된다. 전문위원회에서 심
의된 안건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된 초안을 생산업체

1) 신 작업항목 (NP=New Work item proposal) : 각

및 소비자단체 등에 회람하여 규격규정의 적합성 등

국 가맹기관과 TC/SC의 간사 등이 새로운 규격을

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후 이를 재심의하여 원안을

책정 또는 현행 규격 개정을 제안하고 5개국이상의

제지펄프 부위원회(제지펄프부위원은 동 분야에 종사

P-멤버(TC, SC 적극 참여 국가 멤버)가 참가하여

한 경력자와 규격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한자 8인으

3개월 기한 안에 투표를 하여 과반수의 찬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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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ISO의 조직
Gernal assembly (총회 년1회개최)
Member bodies (회원단체 146개국 : 각국의 표준화기관)
Correspondent members (통신회원37개국)
Subscriber members (구독회원 15개국)

중앙사무국

이사회

각종위원회
· 적합성평가위원회
CASCO

기술관리평가위원회
(Technical Management Board)

· 발전도상국대책위원회
DEVCO
· 소비자정책위원회
COPOLCO

TC 전문위원회(188)
Technical Management Board

SC 분과위원회(550)
Subcommittees

WG 작업그룹(2175)
Working Group

어야하고, 5개국이상이 P-멤버가 WG(Wroking
group)의 심의에 참가하면 승인된다
2) 작업 원안(WD=Working Draft)의 작성 : TC/SC

편집위원회

3) 위원회원안(CD=Commitee Draft)의작성 : WD와
CD등 P-멤버의 의견을 듣고 검토, 수정하고, 참여
P-멤버의 2/3이상이 찬성투표로 결정된다.

의 WG내의 전문가가 WD를 작성한다. WD와 NP

4) 국제규격원안(DIS=Draft Internation Standard)의

제안승인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TC/SC에 제출하

조회 및 책정 : 전체 멤버국이 5개월 내에 승인투

고 TC/SC에 12개월 이내에 발행한다.

표를 하고 P- 멤버의 2/3이상 찬성하거나 반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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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총수의 1/4이하에 성립한다. 부결될 경우 DIS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게 되면 세계시장을 점유할 수

수정하여 재투표하고, 이 단계까지 각국이 수정의

있다. 유럽 각 국에 의하면 자국의 산업기술을 세계시

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에 파급하기 위해서 국제규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5) 최종국제 규격 안 (FDIS= Final DIS)의 책정: 전

고 있다. 일본은 표준화정책을 산업기술정책의 일환으

체 멤버국이 2개월 내에 승인투표를 하고 DIS와

로서 명확한 위치가 부여되어있다. 국제표준화활동은

동일한 조건을 만족할 때 성립된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6) ISO 규격발행 : NP 제안승인부터 36개월 이내

유럽연합(EU)의 표준화정책은 1999년 10월에 유럽 각

로 한다.

료 이사회의 결의[유럽의 표준화 역활]에서 볼 수 있

최근의 투표는 전자 메일 형식으로 보내어 투표 회

다. 유럽 표준화 시스템 참가국은 2010년 25개국에 달

수와 결과 통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화표준화기관에 대해서 유럽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빠른 절차제도를 도입하고 각

은 통일적인 의견을 제안할 방침이다. ISO규격의 작

국의 실적이 있는 규격이 NP로서 승인되면 곧바로

성단계에서 다수국의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전에

DIS로 등록될 수 있다.

도 유럽국가가 우위입장을 고수 하고 있었다.

원안에 대해 투표 및 수정 의견 제출의 권리는 기본

미국은 2000년 9월에 국가표준화전략을 책정하였다.

적으로 P-멤버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O-멤버는 DIS의

미국이 국가표준화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표

단계에 수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

준화활동의 참가확대와 기술혁신에 대응한 표준화추

적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은 CD작성단

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쟁력강

계에서 충분히 자국의 의견을 주장 할 수 있는 TC6의

화와 안전, 건강 및 환경보존을 가져왔다.

P- 멤버로 되어있다. 일단 제정한 ISO규격에도 정기

EU는 국제표준화 활동 결과 EU기술을 기타 지역

적으로 5년마다 P-멤버와 각국에서 개정 또는 폐지

국가에 적용시켜 자국의 이익을 실현했지만 다른 분

할 것인지를 심의하고, 투표로서 가능하다. 개정이 결

야에서는 ISO 규격이 미국의 요구와 기술을 반영시켰

정되면 새롭게 제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WG을 조

다. 전체적인 국제 표준화활동이 미국의 기술을 반영

직한다.

함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표준제
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한다.

3.2 각국의 국제표준화 전략

한국은 국제표준화에 경제적, 기술적인 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향후에는 자국

WTO/TBT 협정의 기본자세(각 국의 강제법규, 임

의 의견을 충분히 국제표준에 반영해야한다. 특히 특

의 규격작성이 있다. 국제규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

정 지역의 기술을 반영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

을 기초로 하는 일)가 있는 이상 국제표준화 활동은

술은 반영되어있지 않은 ISO규격에 대해서는 빠른 개

산업기술의 전략적인 의미를 고려한다. 자국의 표준이

정을 제안하여야한다. 그리고 향후 소비자를 보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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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국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

로 다음과 같다.

한 규격제안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종이제품을

○ TC 6 / WG3에서는 광학적인 특성을 검토하고

수출입시 국제규격 적용으로 수출 국가의 규격에 따

있다. 규격심의 등의 통상적인 업무는 CIE(국제

라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 할 수 있다.

조명위원회)에서 표준지를 발행하고 인정시험소,

반면에 국내로 수입되는 종이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

ISO TC그룹(예를 들면 인쇄기술)별로 긴밀한 연

질 사항도 검토 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

락하여 규격(안)을 제안하고 WG 멤버의 동의 얻어

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할 예정이다. Work item의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펄프 원재에 관한 국제표준 : 펄프 원재의

(1) 확산반사율 계수의 측정법 개정(ISO CD 2469)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품질에 관한 시험방법이 필요

ISO 2469와 ISO의 백색도, ISO 불투명도, 색등에

하다. 현재 KS규격에는 밀도만 표시되어 있다.

관한 광산반사율 계수의 측정법을 정하기 위한 규

두 번째 고지펄프 : ISO규격은 고지펄프에 관한 시

격이 있다. 이 규격에서 측정 장치의 사양을 규정

험규격이 차기에 규격을 제정하겠지만, 현재 수입량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규격개정을 추진

많은 관계로 종이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하고 있다.

문에 ISO국제규격제정이 필요하다. 국내 KS규격은 한
개가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정보처리용지의 표준화 : 이 분야는 국제표

(2) 확산반사율 계수의 측정법에 대해서 투과도의 측
정(ISO CD22891) 이론적으로 투과도를 계산하여
측정하는 방법.

준화가 충분치 못하며, 기술진전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3) D50/10에 의한 색 측정 : 인쇄물질에서는 실제로

있어 표준화의 곤란한 점이 있으나 관련된 기본기술

종이의 여러 가지의 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2도

과 시험방법의 표준이 우선되어야할 것 같다.

시야를 사용하지 않고 10도 시야를 채용하고 있

네 번째 이물질 측정방법 : 육안 판정의 경우 ISO

다. 다수의 멤버가 2도에서 10도로 변경하는 것

기준이 KS기준에 비해 크다. 실제로 화상분석이 안정

을 제안하고 있어 추후에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적인 방법이고 이 물질의 면적과 명암을 개별 측정할

하였다.

수 있다. 계측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육안판정 비교 그
림이 필요 없으며, 측정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다.

(4) NWI로 ISO 2471(ISO 불투명도) ISO백색도 수정
에 따라 불투명도의 채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종이 펄프의 ISO 국제표준화는 TC 6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TC 6에서는 각 WG그룹별로 제정 및 개정에

○ TC 6 / WG 6(화학분석)에서는

관련 규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WG그룹은 표 2와 같
이 나타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간 사국으로서 참여하지 않는다.
TC 6에서 WG별로 검토하고 있는 규격은 개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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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SO / TC 6 WG의 참가현황

TC/SC/WG

명칭

간사국

참가

종이, 판지 및 펄프

캐나다

P 멤버

6/1
6/3
6/4

시험기보정
광학적 특성
화학적 특성

미국
스웨덴
핀란드

6/5

시험방법의 정밀도

스웨덴

6/6

종이용어 개정 및 조정

미국

6/7

릴의 코아

독일

6/8

종이의 치수

미국

종이, 판지의 시험방법 및 품질특성

이탈리아

6/2/8
6/2/12

투기도
가속노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6/2/16
6/2/21

공기 누수에 의한 투과도 및 평활도
표면강도

미국
네덜란드

6/2/23
6/2/24

파열강도
수직압축강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6/2/25

표면조밀도

캐나다

6/2/26
6/2/27

미생물시험법
화장지시험방법

스웨덴
미국

6/2/28

압축강도(링법)

미국

6/2/29

두께, 밀도

독일

6/2/30
6/2/31

인장특성
Edge quality of cut-size office paper

스웨덴
독일

6/2/32

파괴인성

스웨덴

그리스저항
펄프의 시험방법 및 품질특성

네덜란드
핀란드

6/5/15

표백펄프의 이물질

핀란드

6/5/18

섬유특성

핀란드

6/5/19
6/5/20

습윤 해리
PFI mill 고해

미국
스웨덴

6/5/21
6/5/22

Kappa 값
점도

핀란드
핀란드

6+42//8

사진필름과 인화지치수

미국

6//

6/2/

6/2/33
6/5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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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 판지 및 펄프 - Mg, Ca, Mn, Fe, Cu측정법

(Total bacteria count)의개정작업중이고 DIS 재투

(ISO CD 17812)은 현행대로 각각의 금속의 가용

표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규격 2개를

성 성분을 원자흡광법, 흡광광도법으로 측정한 것

제안할 예정이다.

에 대해서 새로운 CD는 ICP법을 추가하여 분석하

하나는 Total bacteria number이며, 또 다른 하나는

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Surface colony number 이다.

○ TC 6 / WG 6(종이, 판지 및 펄프의 용어)에서는

○ SC 2 / WG 30 (인장특성) NWI로제안된 Z방향

TC 6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종 규격에 있어서 용

의 인장강도시험은 2002년 6월에 채택되었으며,

어의 정의에 관한 조사를 착수하여 통일화하는

CD는 2004년 6월에 완성되었다

것으로 결정하여 2004년도 10월까지 검토하여 제
출하기로 하였다.
○ TC 6 / WG 8 종이의 치수 ISO 216(종이, 판지의

○ SC 2 / WG 32 (파괴인성) NWI로서 D e t e r m i n
ation of fracture toughness의검토를 하고 있다. 측
정방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fracture toughness의규

치수) 북미에서 넓게 사용하고 있는 letter size

격을 정하고 의견을 검토하였다. 회의에서 Christer

(215.9 mm X 279.4 mm)에관련된 기술 부속서를

Felle가
r 제안한 fracture toughness의의이론과 측

검토하여 DIS로 채택할 예정이다.

정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 제안된

○ SC 2/ WG 12 (가속노화시험) Zeon Lamp 에의

ISO 규격은 보류하고 CD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한 가속노화시험과 형광등에 의한 가속노화시험

○ SC 2 / WG 33 (내 그리스시험) 2002년 10월에

의 CD에 관해서는 가속노화시험에 관한 ASTM

ISO 5634와 TAPPI T559의 2개의 규격이 있다.

의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였다. 2002년 파

양자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ISO 16532-1(ISO

리회의에서 오염물질에 따른 가속노화시험, 온도

5634를 기초로 하고)와 ISO 16532-2(TAPPI T

상승에 따른 가속노화시험, 광 가속노화시험 등의

559를 기초로 하고)두개로 WG에 회부하였다. 특

WG에서 검토할 것을 합의하고 NWI로 채택하였다.

수지인 그라신지는 TAPPI T 454에 대해서 적용

○ SC 2 / WG 24 (골판지의 수직압축강도) ISO

한다.

3037 (골판지의 수직압축강도시험방법)현재사용하

○ SC 5 / WG 15 (이물질측정법) 현행 규격 ISO

고 있는 측정치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으로 다음

5350의 제 3부에 반사광에 의한 측정방법을 개정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방법을 추가하여 육안

○ SC 2 / WG 25 (표면조밀도측정법) PPS 측정에

식별비교법보다는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규격

사용되고 있는 장비의 양사의 차이가 있어 비교

을 별도안으로 첨가하여 CD로 심의하고 개정하기

조사하여 그 결과를 ISO에서 허가를 득한 후 SC

로 하였다.

2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 SC 2 / WG 26 (미생물시험) 현재 ISO 8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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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멤버의 찬성으로 선택되었다. 각 국의 부연설명

2000년 이후 현재까지 ISO 규격제정은 아래의 참고

을 검토한 CD를 수정한 후 DIS로 계속추진 하고

사항 표와 같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ISO / TC 6의

있다. ISO/CD23714 (펄프의 보수도 시험방법)를

제정과 개정에 국내 제지부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

DIS 단계에서 검토 중 이다.

며, 국내 제지업계가 국제 사회에 불리하지 않게 적극

○ SC 5 / WG 21 (kappa 값) kappa값 측정방법
(ISO 302)과 점도측정법(ISO 5351)의 투표결과

적으로 참가하고, 국내 제지업계의 의견을 개진하여
야 한다.

표준

100%의 찬성으로 FDIS 단계에 진행되고 있다.
참고사항 : 2000년 이후 ISO 국제규격제정현황 및 국내 부합화 현황
ISO 규격번호

제

목

KS규격번호

일치여부

ISO 777:2001

Paper, board and pulp — Determination of calcium

KS M ISO 777:02

IDT

ISO 778:2001

Paper, board and pulp — Determination of copper

KS M ISO 778:02

IDT

ISO 779:2001

Paper, board and pulp — Determination of iron
Paper, board and pulps — Determination of residue

KS M ISO 779:02

IDT

KS M 7033:01

MOD

KS M 7072

NEQ

KS M ISO 4046:04

IDT

KS M ISO 4046:04

IDT

KS M ISO 4046:04

IDT

KS M ISO 4046:04

IDT

KS M ISO 5631:02

IDT

KS M ISO 8254:02

IDT

KS M ISO 9198:03

IDT

ISO 1762:2001
ISO 4046-1:2002
ISO 4046-2:2002
ISO 4046-3:2002
ISO 4046-4:2002
ISO 4046-5:2002
ISO 5631:2000
ISO 8254-2:2003
ISO 9198:2001

(ash) on ignition at 525 degrees C
Paper, board, pulps and related terms —Vocabulary —
Part 1: Alphabetical index
Paper, board, pulps and related terms —Vocabulary —
Part 2: Pulping terminology
Paper, board, pulps and related terms —Vocabulary —
Part 3: Paper-making terminology
Paper, board, pulps and related terms —Vocabulary —
Part 4: Paper and board grades and converted products
Paper, board, pulps and related terms —Vocabulary
— Part 5: Properties of pulp, paper and board
Paper and board — Determination of colour
(C/2 degrees) — Diffuse reflectance method
Paper and board — Measurement of specular gloss —
Part 2: 75 degree gloss with a parallel beam, DIN method
Paper, board and pulp —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sulf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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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규격번호
ISO 11476:2000

제

목

Paper and board — Determination of CIE-whiteness,
C/2 degree (indoor illumination conditions)

KS규격번호

일치여부

KS M ISO 11476:02

IDT

KS M 7011:01

NEQ

ISO 186:2002

Paper and board — Sampling to determine average quality

ISO 2758:2001

Paper — Determination of bursting strength

KS M ISO 2759:01

IDT

ISO 2759:2001

Board — Determination of bursting strength

KS M ISO 2759:01

IDT

KS M ISO 5636:04

IDT

KS M ISO 19192:01

IDT

KS M ISO 13821:04

IDT

KS M ISO 302:02

IDT

KS M 7036:00

MOD

미제정

-

미제정

-

KS M ISO 5264:02

IDT

KS M ISO 5267:02

IDT

KS M 7043

MOD

KS M 7074:01

MOD

KS M ISO 15360:02

IDT

KS M ISO 15360:02

IDT

KS M ISO 15361:02

IDT

KS M ISO 16065:03

IDT

ISO 5636-5:2003
ISO 12192:2002
ISO 13821:2002
ISO 302:2004
ISO 5263-1:2004
ISO 5263-2:2004
ISO 5263-3:2004
ISO 5264-2:2002
ISO 5267-2:2001
ISO 5351:2004
ISO 15320:2003
ISO 15360-1:2000
ISO 15360-2:2001
ISO 15361:2000
ISO 16065-1:2001

Paper and board — Determination of air permeance and air
resistance (medium range) —Part 5: Gurley method
Paper and board — Compressive strength —
Ring crush method
Corrugated fibreboard — Determination of edgewise crush
resistance — Waxed edge method
Pulps — Determination of Kappa number
Pulps — Laboratory wet disintegration —Part 1:
Disintegration of chemical pulps
Pulps — Laboratory wet disintegration —Part 2:
Disintegration of mechanical pulps at 20 degrees C
Pulps — Laboratory wet disintegration —Part 3:
Disintegration of mechanical pulps at > 85 degrees C
Pulps — Laboratory beating — Part 2: PFI mill method
Pulps — Determination of drainability —Part 2:
"Canadian Standard" freeness method
Pulps — Determination of limiting viscosity number
in cupri-ethylenediamine (CED) solution
Pulp, paper and board — Determination of
pentachlorophenol in an aqueous extract
Recycled pulps — Estimation of Stickies and Plastics —
Part 1: Visual method
Recycled pulps — Estimation of Stickies and Plastics —
Part 2: Image analysis method
Pulps — Determination of zero-span tensile
strength, wet or dry
Pulps — Determination of fibre length by automated optical
analysis — Part 1: Polarized ligh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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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통신산업
디지털표준과 공업연구관 송국현
02) 509-7266 khsong@ats.go.kr

1. 광섬유통신산업의 현황

일하게 ’01년 이후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었다.
급격한 시장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섬유를 사용하면

가. 일반 현황

낮은 유지비용, 높은 신뢰도, 통신망 단절 시간단축 및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광(섬유)통신산업은‘90대에

향후 통신 용량의 증대시 업그레이드 비용이 저렴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적인 인터넷망의 확충에 따

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리선이 광

라 급격히 신장하였고 당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섬유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실제 광통

초반까지는 광통신망이 미국 전역에 포설될 것으로

신망의 필요성은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전망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1마일로 표현되는 가정까

convergence network) 구축사업에 의해 최근에 다시

지의 통신망을 광섬유로 만들자는(댁내 광가입자망:

부각되고 있다. BcN이란 모든 사람이 시간, 장소, 기

FTTH ; Fiber To The Home) 생각은 논의 밖으로

기, 콘텐츠 등에 구별없이 기존의 통신, 방송, 인터넷

밀려났고, 사무실로의 연결조차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서비스를 동시에 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만 과도한 초기설치비용과 설치 필요성(컨텐츠 유무)

도록 음성, 동영상, 데이터(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

에 있어서 회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표 1에서

TPS)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망을 뜻한다. 이

볼 수 있듯이 광통신 분야는 광산업 분야 중에서 유

에는 유선이외에도 무선 LAN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위주의 네트워크로의 근거리망이 건물

표 2

I세계 광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
(단위: 억$)

구분
광통신
광원/광전소자
광정밀기기
광소재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합계

’00년 ’01년 ’03년 ’05년 ’07년
328
230
109
180 255
159
170
215
276 298
103
128
177
235 291
19
22
27
33
36
743
796
984 1,115 1,262
243
242
272
331 385
1,598 1,592 1,787 2,171 2,350

내에서 광섬유의 적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설치비용의 문제로 대부분의 광섬유케
이블 포설은 주로 구리케이블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광섬유/구리선 복합(HFC: 광동축혼합망)형태로 진행
되고 있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서만 전체가 광 케
이블로 된 망이 설치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04년부터 시작된 특등급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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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는 각 세대별 단자함까지 광케이블 4회선과

도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랜케이블(UTP) 1회선을 포설하되 동축케이블은 설치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구내 간선계에 광

그림 1에는 WDM-PON의 모식도를 나타냈는데 스플

케이블 6회선, 건물 간선계에 4회선, 그리고 각 세대의

리터와 파장다중화 소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병행 사

방마다 랜포트 4개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있다.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기가비트이더넷(GbE) 스위치의가격이 급격
히 하락하는(포트당 1만2000달러) 등 광통신기자재 비
용이 감소하고 있지만 FTTH 구현을 위하여 단말국
에서 개별 사용자까지 광섬유를 하나씩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물론 전송기기 및 광케이블의 설치공간측
면에서 어려움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PON(Passive Optical Network: 수동광망)기술이다. P
ON은 AON(Active Optical Network: 능동광망)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통신 장비대신 스플리터(Splitter나
)

그림 1. WDM-PON의 모식도

커플러(Coupler)라는 부품을 통하여 여러 개의
ONU(Optical Network Unit)를 연결함으로써 가격 및

나. 국내외 광통신망(FTTH) 추진 현황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ON에서

’04. 9월 현재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 고정된 크기의

FTTH가 시범 서비스되는 곳은 서울의 아파트 900세

패킷을 사용하는 패킷 교환기술)을 사용할 경우 B-

대, 광주광역시에 100회선 정도이며, 삼성전자에서는 ’

PON이라고 하고 이더넷 방식을 사용할 경우 E-PON

05년 말까지 1,300 가입자를 대상으로 FTTH 서비스

이라고 한다. ATM-PON은 데이터/음성의 수용성 및

를 추진중이다. 한국통신에서는‘09년까지 175만회선

QoS(서비스 품질)가 우수하지만, 622Mbps 이상의 광

(100Mbp급
s )을 공급할 계획이며, 데이콤도 광동축혼

대역화가 힘든 반면 이더넷-PON은 1.25G bps이상의

합망 방식으로‘05년부터 FTTH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대역화가 가능하지만, 음성 수용과 QoS의 보장이

이상의 사업은 E-PON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어렵다. 현재

B-PON의 규 격 은 상 하 향 속 도

통신에서는 WDM-PON 방식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155/622Mbps 또는 155/155Mbp이며
s E-PON은 상하향

우리 나라의 FTTH 추진은 정보통신부에서 차세대

이 100˜800M/1.25Gbp로s 가변적이다. ATM-PO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파장을 이용한

네트워크 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대역통합망 프로

WDM-PON(Wave 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을개

선(xDSL : 1.5˜2Mbps급) 가입자의 수가 600만명이고
전국적인 케이블TV망(HFC) 가입자가 1,200만명인 점

발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WDM-PON이 주

젝트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디지털가입자회

을 고려할 때 당분간 FTTH 가입자 수는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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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WDM) 소자는 우리로 광통신, PPI 등에서 양산

일본의 FTTH서비스는 E-PON 방식으로서 가입자

하여 주로 일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WDM 및

수는‘03년 현재 150만 여명이다. 일본의 xDSL 가입

Optical Network을 위한 감쇠기, 서큐레이터, 광스위치,

자는 1200만명, 케이블TV망을 통한 인터넷가 입자는

광증폭기 등 다양한 광부품이 LG전선, 라이콤, 한국단

350만명임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의 FTTH의 추진은

자, 파이버프로 등에서 개발되었다.

상대적으로 앞선 것이다. 이는“e-재팬”이라는 국가정

광 케이블의 경우 FTTH 추진시 건물내 도선을 통

책의 추진결과로서 일본 정부는 ’05년까지 초고속인

한 설치가 용이한 공기삽입 광섬유(air-blown fiber) 플

터넷 망을 3000만 세대로 늘리고, 광가입자망도 1000

라스틱 광섬유 및 저수분 광섬유가 개발되었다. 플라

만 세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스틱 광섬유의 경우 PMMA계는 누비텍 등에서 생산

26억 달러를 투자하는 NTT를 선두로 NTT이스트,

되고 있으나 불소계 광섬유는 일본에서 수입하여 케

NTT웨스트, 우센 브로드밴드 등 3개 통신사업자 및 도

이블로 가공되고 있다. 불소계는 광특성은 우수하나,

쿄전력 등 6개 전력회사가 FTTH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난도의 제조기술이 필요하며 가격이 고가이다. 플라

중국은‘08년까지 90억달러를 투입, E-PON기반의

스틱 광섬유는 적용거리 50m이내, 대역폭100Mbp라
s

FTTH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한(武漢)시에서 시

는 단점이 있으나 좁은 공간에서도 굽힐 수 있고 일

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B-

반인도 쉽게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FTTH에 필

PON기반의 FTTH를 계획중이며, 미국에서는 ’08년까

수적인 광섬유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지 800만 가입자를 목표로 FTTH를 추진하고 있다.

별도의 주변기기가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유리광섬유
의 기술발전에 따라 그 장점이 상쇄되고 있어 현재는

다. 국내 FTTH용 hardware 개발현황

승용차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E—PON용 광통신장비로 1Gbps급의 플랫폼장비

저수분 광섬유(Low Water Peak Fiber)란유리내에

(OLT)와 정합단말기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있는 OH 이온이 극미량이 되도록 제거한 광섬유이다.

서 개발되어 시험 운용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1340˜1460nm 파장영역(제 5window)을 포함하여

및 몇몇 중소 광통신장비업체에서도 개발되었다.

넓은 파장(1280˜1620nm)에서의 WDM 적용이 가능

WDM— PON용 장비는 KT컨소시엄 (LG전자,

하며 OH 이온에 의한 취성문제가 감소되어 장기신뢰

NOVERA 등)에서 개발되었고, B—PON용 장비는

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광섬유와 구조

LG전자와 몇몇 중소업체에서 개발 중이다. 그러나 국

및 분산특성이 동일하여 기존 통신망의 부분적인 교

내장비업체는 시장진입이 늦었고 국내시장이 작아 다

체가 가능하고 파장다중화 적용시 현재 개발된 장비

국적 네트워크업체 및 후지쯔, 히다찌, 미쯔비시 등의

를 사용할 수 있다. 저수분 광섬유의 파장별 광손실

일본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성을 그림 2와 표 2에 전세계시장 예측을 그림 3에

광부품의 경우 PON과 관련된 스플리터 및 파장다

수록하였는데 저수분광섬유의 점유율이 ’05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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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섬유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활발한 제품개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내업체는 세계적인 광통신산업의 침체로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는 FTTH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FTTH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국내 광섬유 생산능력 대
비 생산량이다. 표 3, 4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01년
이후 정체된 국내 광섬유 생산설비의 가동율은 내수
의 2배가 넘는 수출 물량을 고려할 경우에도 60% 수
준이다. 따라서 광섬유제조 업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그림 2. 1340˜1460nm 파장영역에서의 저수분광섬유의
광손실 특성. [ ITU G652 A,B(기존광섬유), ITU
G652 C,D(저수분광섬유)]

광부품, 기기업체들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와 중국과
의 가격경쟁을 극복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3

국내업체의 광섬유 생산능력
(단위 : 천f.㎞)

구분

LG전선 삼성전자 OptomagicMercury 합 계

1999년
2000년
2001년

1,800
5,000
10,000

표 4

저수분 광섬유의 성능 비교표

800
2,000
4,000

1,500
1,500
2,000

(단위 : 수량-천f.㎞, 생산/시판-백만원, 수출입-천불)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생산 수량
금액
시판 수량
금액
수출 수량
금액
수입 수량
금액

7,000
280,000
4,000
160,000
3,000
100,840
1,000
33,613

12,000
480,000
5,000
200,000
7,000
235,294
1,250
42,017

15,000
600,000
5,000
200,000
10,000
336,134
1,250
42,017

15,000 15,000
600,000 600,000
5,000 5,000
200,000 200,000
10,000 10,000
336,134 336,134
1,250 1,250
42,017 42,017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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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11,400
24,000

국내 광섬유 시장 전망

그림 3. 광섬유별 시장 예측
표 2

2,300
2,900
8,000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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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표준화동향

ㅇ 조직
표 5에는 TC86 및 SC86A, B, C의 TC86 계열 3개의

본 장에서는 IEC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
펴보고 PON(Passive Optical Network)의표준화와 관
련된 FSAN에서의 활동을 소개한다.
가. IEC TC 86(광섬유통신)에서의 표준화

기술분과위원회 (SC)의 회원국수, 관장 규격수,
WG(working group : 작업반)수등을 수록하였다.
표 5

ㅇ 설립 : 1984년

TC86 및 SC86A, B, C의 현황표
TC/SC

간사국

ㅇ 위원장 및 간사

O

진행규격
개정 제정

2

11

1

3

SC 86A : Fibres
프랑스 26 15
and cables

3

57

6

13 13

SC 86B: Fibre optic
interconnecting 일본 25 16
devices and passive
componenst

4

144 13 19 43

3

69

오스트리아, 카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

SC 86C: Fibre optic
systems and active 미국 21 17
devices

리,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네덜란드, 폴란드, 포루투갈, 루

합

12 281 26 41 81

· 국제간사 : Mr. James E. Matthews III (미국)
ㅇ 우리나라의 지위 : P 멤버
ㅇ 국내 간사기관 : 한국광기술원
ㅇ 회원국 : 41개국(P멤버 : 23개국, O멤버: 18개국)
(회원국 영문명의 ABC 순)

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
국, 미국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
O 멤버

P

’
04제정

WG수규격수 규격수

TC 86 Fibre optics 미국 23 18

· 위원장 : Dr. Umberto Rossi(이태리)

P 멤버

회원수

계

6

6

4

21

ㅇ 최근의 주요 활동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TC 86 및 SC86A, B, C의

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

TC 86계열 위원회는 13개의 WG을 통하여‘04년도에

니아, 남아공화국, 타이, 터어키, 우크라이나

는 26종의 규격을 제정하고 41종의 규격을 개정 중이
며 81종의 규격을 제정 중임을 알 수 있다. 본 TC 및

※ ’04 회원국변경: 슬로바키아(P 탈퇴), 터어키
(P→O)

SC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도
전체 12개의 WG에 모두 3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

ㅇ 작업범위
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광섬유 시스템, 모듈, 기기
및 부품에 관련된 국 제 규격을 제정한다. 이 규격에

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04부터는 회의기간 단
축과 화상회의를 포함한 인터네
) 적극 활용
ㅌ(e-Room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는 관련 용어, 특성평가, 연관시험, 교정·측정방법, 타

TC86 계열은 IEC/TC7, 81, 89, 100, 110 및 ITU-T

장비와의 연결을 위한 기능 및 품질보증을 위한 광학

등과 같이 IEC 내 타 TC는 물론 기타 국제표준화 기

적, 환경적, 기계적인 요건과 관련된 규격이 포함된다.

관과의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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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C86A(광섬유 및 광케이블)에서의 표준화

ㅇ 설립 : 1984년

다. SC86B광
( 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소자)에서의
표준화

ㅇ 위원장 및 간사

ㅇ 설립 : 1984년

· 위원장 : Dr. Gunter H. Zeidler(독일)

ㅇ 위원장 및 간사

· 국제간사 : Monsieur Guy Perrot (프랑스)

·위 원 장 : Mr. Bruce G. LEFEVRE(미국)

ㅇ 우리나라의 지위 : P 멤버

·국제간사 : Mr. Etsuji SUGITA (일본)

ㅇ 회원국 : 41개국(P멤버 : 26개국, O멤버: 15개국)

ㅇ 우리나라의 지위 : P 멤버
ㅇ 회원국 : 41개국(P멤버 : 26개국, O멤버: 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
P 멤버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공화국,

O 멤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

일, 헝가리,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P 멤버

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

호주,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

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랜드,뉴질랜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타이, 터어키,

호주, 브라질, 불가리아,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O 멤버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공
화국, 타이, 터어키, 우크라이나

※ ’04 회원국변경: 터어키(P→O)
※‘04 회원국변경: 터어키(P→O)
ㅇ 작업범위
응용 대상 및 시공방법에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광섬
유, 광케이블 관련 국제규격을 제정한다.

ㅇ 작업범위
커넥터, 커넥터/케이블조립품, 연결기 및 접속함체·

ㅇ 최근의 주요 활동

판넬 등의 부속품 관련 또한 감쇠기, 스위치, 분광기, 파

IEC TC100 TA5(오디오/비디오장비에서의 플라스틱

장다중화·역다중화기, 아이솔레이터등의 수동광 부품

광섬유(POF)의 접속)와의 협의를 통하여 다중모드 플

관련 국제규격을 제정함. 이들 부품과 광통신 측정장비,

라스틱광섬유의 규격인 IEC 60794-2-40 (Buffered A4 센서, 광발신·수신 조립품 및 부시스템 등과 광섬유
fibres을
) 개정하였다. ITU-T SG6(Study Group 6)와의 케이블과의 접속에 관련된 분야 를 포함함.
협의를 통하여 가입자용 광케이블의 규격에 mid-span,

ㅇ 최근의 주요 활동 내용

변경 디자인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고 ITU-T G.652를

DWDM용 20채널 50GHz AWG와 40채널 50GHz

참고하여 저수분 광섬유 관련 규격이 보완되었다. 우리

AWG에 대한 파장특성과 편광손실관련 규격화가 진행

나라는 국내 고유기술인“광섬유 잔류응력 측정방법의

되었다. 또한 branching 부품, MxN 스위치, DWDM 스

규격화를 진행하고 있다.

위치, CWDM 및 PON 부품 등과 같이 고기능 부품의
신뢰성 이외에도 PMD특성 측정규격이 제정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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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부품의 다양한 특성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검토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WG5(Dynamic Modules)는TC86

되고 있다.

소속에서 이전되었는데 tilt equalizer (IEC 62342-1-2 등),
초소형광스위치 및 TFT를 이용한 파장제어기 등과 같

라. SC86C (광시스템및 능동광소자)에서의 표준화

이 MEMS 기술 을 이용한 제품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ㅇ 설립 : 1990년

있다. 일본에서는 ’02년7월부터 MEM S를 이용한

ㅇ 위원장 및 간사

Dynamic Modules제품과관련 Fujitsu, Hitachi, Mitsubishi,

· 위원장 : Dr. Umberto Rossi(이태리)

NEC, Sumitomo, NTT 등굴지의 12개 회사가 협의회를

· 국제간사 : Mr. James E. Matthews III (미국)

구성 기술개발과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지위 : P 멤버
ㅇ 회원국 : 38개국(P멤버 : 21개국, O멤버: 17개국)

마. PON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PON(Passive Optical Network: 수동광망) 관련표준으
오스트리아, 카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
P 멤버

리,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 멤버

로는 ATM-PON관련 ITU-T의 권고안 G.983이 있다.
G.983.에서는
1
PON에서의 광 액세스 시스템을, G.983.2
는 ONT(Optical Network Termination) 관리와제어 인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터페이스를 G.983.은
3 파장할당을, G.983.4는대역폭 동적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

할당을, G.983.5는시스템의 안정성을, G.983.7은DBA B-

아, 남아공화국, 타이, 터어키, 우크라이나

PON 시스템을 위한 ONT 관리와 제어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다.

※ ’04 회원국변경: 슬로바키아(O 탈퇴), 터어키
(P→O)

이더넷-PON의 표준은 IEEE 802.3 워킹그룹인
EFMA(Et hernet in the First Mile Alliance)에서알롭틱

ㅇ 작업범위 : 아나로그·디지털 통신과 광센서와 관
련된 광통신 시스템 및 능동광소자의

(Alloptic), 시스코 시스템, 에래스틱 네트워크, 인텔,
NTT 등의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제정되고 있다.

국제 규격을 제정함. 이에는관련 용어,

ATM-PON과 WDM-PON
과 관련 표준화는 FSAN에

특성평가, 시험·측정방법 및 타 장비

서 진행되고 있다. FSAN(Full Service Access Network)

와의 상호 작동성, 신뢰성을위한 광학

은 통신망사업자 위주로 ’95년에 구성된 표준화 단체로

적, 환경적, 기계적인요건과 관련된 규

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한국통신이 참여하고 있다.

격이 포함됨.

FSAN에서는 광가입자망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전달방

ㅇ 최근의 주요 활동

식의 표준을 제

정한 후 이를 ITU-T SG15을통하여

FTTH 및 PON에 대한 규격이 기술문서(TR) 형태

’99년 ITU-T G.983 규격으로 국제화하였다. 최근

로 제정되었고, 광증폭기의WDM 특성 등에 대한 시험

VDSL관련 표준을 검토하고 있고 ’04. 6월부터 W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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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WDM 표준에서는 우선

국제표준화 활동에 수동적이고 그 활동이 ITU에 치우

1550/1300n의
m 2파장을 적용하고, 이후 D(Dense)WDM 쳐 있기 때문이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업계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2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우리 원을

3. 결언

포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정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다. 선진국에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주체가 기업이지만,

앞 장에서 광섬유통신 산업현황 및 표준화동향을 살

업계의 기반이 약한 우리의 상황에서는 소수 인원이 다

펴보았다. 국제표준화 활동의 목적은 선진기술을 입수

양한 표준화기구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공유·

하고 우리 기술과 제품판매를 보호·신장하기 위함이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대변할 표준화 전문가를

다. 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육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기술표준원에서는 전

있는 기술 , 제품 및 생산업체가 있을 때에만 그 의의가

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표준화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

있고 또한 추진이 가능하다.

며, 국내전문가의 국제기구내 작업반 및 회의에의 참여

IEC TC86(광통신)에서는미국, 영국, 독일등의 선진
국의 유명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도

를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 방안은 IEC 등의 국제 규격을 KS로 신속히

업계가 중심이 되어 전체 WG에의 참여는 물론 SC86B 도입함으로써 업계의 표준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발된
의 간사국을 수임하는 등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을 신기술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개개 분야에서 작지만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계의 활동은 극히 저조하다. 그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이다. 이러

나마, 최근 1˜2년 사이에 해외 시장개척 과정을 통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이 의미 있는 변화

한 관점에서 우리원에서는 KS의 국제규격부합화를 추
진함은 물론 표준화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업계에 표준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국내업체가 최근 수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IEC TC86분야에서우리

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들이 기대했던 FTTH

기술인“광섬유 잔류응력 측정방법”
의 국제표준화를 진

사업도 급격히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

행하고 있으며, 광섬유탈피기술 및 반도체레이저에 대

국, 일본의 Global 기업과대응할 만한 국내 업체가 몇몇

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통신업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 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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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터널링현미경(STM)
비즈니스표준과 전문위원 홍귀현
02) 509-7272 parpeh@ats.go.kr

과학자들이 원자를 조사하고, 한번에 한 개의 원자

가로막았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는 1미터의

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STM(Scanning Tunneling 1억분의 일 또는 원자 가로크기의 현미경 탐침의 정
Microscope : 주사터널링현미경)의공동발명자인 거드

밀한 침을 시료 표면에 주사하는 단순한 기계적 방법

비니그(Gerd Binning) 박사에게 많은 부분을 빚지고

을 고안하였다. 침은 표면과 접촉하지 않지만,“터널

있다.

링”이라는 양자 기계학적 효과는 침과 표면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발생시킨다. 전류가 표면을 흐르는 동

1981년 동료인 하인리히 로러(Heinrich Rohrer), 크리 안 이를 측정하여 침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침과 표
스토프 거버(Christoph Gerber)와공동 발명한 이 현미

면간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침 움

경은 나노기술의 근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반도체 생

직임의 기록은 표면의 형상으로 변경될 수 있고, 형상

산 방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물체의 성질에 대한 이

은 매우 세부적이므로 개별 원자를 세밀하게 관찰할

해도를 높였다.

수 있다. 비니그 박사의 두 번째 혁신은 진공방
(vacuum chamber), 초전도 부양 및 스카치 테이프의

STM 및 198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 기여한 그의
아이디어들은 1978년 로러 박사와 함께 IBM에서 일한

정교한 합성을 통하여 탐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수개월 동안의 결과였다. 그는 더 빠른 컴퓨터를 제작
하기 위해 IBM이 극복해야 했던 문제, 즉 재료의 얇

사실 STM은 원자 수준의 현미경 관찰의 시작은 아

은 막의 작은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장치 제작 임무

니었다. 비니그, 로러 박사와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어

를 맡았다. IBM에서 다른 물리학자들과 함께 STM을

니스트 러스카(Ernst Ruska)는 베를린 공과대학 대학

구상하고 제작하는 동안, 비니그 박사는 주요 아이디

원 재학 중이던 1931년에 최초로 전자 현미경을 발명

어들을 제공하였다.

하였다. 1951년 FIM(filed-ion microscope : 장이온 현
미경)을 발명한 펜실바니아 대학의 어윈 뮬러(Erwin

특히, 그는 원자를 관찰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들을

Mueller는
) 원자를 최초로“관찰”하였다. 그러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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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의 재생은 어려웠다.

한 학문 및 산업 분야에서 고안되었다.

1970년대에 시카고 대학의 알버트 크레웨(Albert
Crewe)는 “주사 전송 전자 현미경 (Scanning

STM 및 이후 발명된 ATM(Atomic Forc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을 제작하였고, 이를

Microscope : 원자력 현미경)은 석판인쇄, 나노기술,

단일 우라늄 원자의 형상 생성에 사용하였다.

폴리머 과학, 미생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
인 실험 도구가 되었다. 나노기술 전문가이며 실리콘

그러나 STM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전의 원자해상

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인 스티브 저베스톤(Steve

도 현미경들은 사용이 어렵고, 탐침의 침과 상호 작용

Jurvetson조차
) STM의 위대한 영향력은 동기부여 도

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표면 원자들로 인한 문제점을

구로서의 역할을 든다. 이는 모든 과학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 STM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원자 수준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DNA 구조의
발견이 정보학으로 변화한 바와 같이, 개별 원자의
처리 능력은 물리학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과학자들도 비교적 용이하게 자체 현미경 제작이 가
능하다는 점이다. 가격도 저렴하여 원자 해상도 현미
경의 경우 20,000 달러 수준이다.

1981년 34의 나이에 STM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이
비니그 박사의 설계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그 효과

후 비니그 박사는 로러 박사와 공동 집필한 소위

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사실, IBM 동료 물리학자들 “7x7”논문을 함께 발표하였고, 여기에서 최초로 실리
조차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 프로

콘 표면의 원자 구조를 밝히기 위해 STM을 사용하였

젝트를 지원한 로러 박사와 비니그 박사의 반직관적

다. 다른 과학자들은 논란의 대상인 이 결과물을 즉시

인 방식이 극고해상도 형상을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

수용하지 않았지만, 출판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끌어

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한 거버 박사를 확신시켰다.

모았다.

일부에서는 STM은 단지 도구일 뿐이므로, 자연계

비니그, 로러, 거버 박사는 실험실을 다른 과학자들

에 대한 이해 향상 측면에서 이론적인 신기원보다 중

에게 개방하고, 자신들이 발명한 현미경의 홍보 활동

요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

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최초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

의 조지 화이트사이드(George Whitesides) 화학과 교

인 스탠포드 대학의 캘빈 퀘이트(Calvin Quate)는 이

수는 도구도 학문적 진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후 AFM 개발을 위해 비니그, 거버 박사와 공동 연구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50년 동안 과학계에서 이

하였다. 도체 또는 반도체 재료의 형상만을 생성하는

루어진 성과 중에서 STM에 비견될만큼 영향력 있는

STM과 달리, AFM은 비전도체 재료의 원자 수준의

사건은 재조합 DNA뿐이라고 말한다. 이후 STM을 기

형상을 생성할 수 있다.

본 아이디어로 한 50여개의 변형 아이디어들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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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그 및 IBM 연구원들은 이후 개별 원자를 사용

있는 컴퓨터 창의성의 개발이다. 그가 목적하는 바는

하여 디지털 정보를 저장 및 복원하는 milliped라
e는

인공 지능이 아니라, 창의성과 추론이 가능한 시스템

나노기계 저장장치에 AFM 아이디어를 응용하였다.

의 개발이다. 1989년 그는 컴퓨터 창의성에 관한 책을

IBM은 현재 이의 상용화를 고려하고 있다.

출간하였고, 1994년 Definien라
s 불리는 신생 기업을 설
립하여, 인간사고 프로세스와 경쟁하는 소프트웨어의

비니그 박사는 나노기술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

개발을 모색하였다. 이 기업의 최초 제품은 대용량 데

지하게 될 것이며, 환경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터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생물정보학

발전할 것으로 견해를 밝혔다. 비니그 박사의 다른 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심사 중의 하나는 STM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평면 판넬 TV
플라즈마 및 LCD 디스플레이 기술의 인기가 높아

평면 판넬 컴퓨터 모니터와 랩탑 디스플레이에서 사

지면서, TV는 점차 더 크고 동시에 얇아지고 있다. 평

용되고 있는 LCD 기술은 평면 판넬 TV를 보다 작으

판 TV는 스타일이 멋있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

면서도 적정 가격에 맞게 생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으며, DVD 플레이어, 디지털케이블 박스 및 게임 콘

17인치 모델은 약 800 달러 정도이다.

솔이 생성하는 선명한 영상을 충분히 발현시킨다. 특
히 소비자들이 구식 브라운관을 기초로 한 부피가 큰

시장 확대 전망은 델, HP 그리고 모토롤라, 웨스팅하

TV 대신 신기술을 수용하면서 LCD TV 판매는 더욱

우스(두 기업은 수십년 전에 TV 제조를 중지함)와 같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 기업인 iSup에
li 따르

이 기반을 갖춘 소비자 가전 회사 등의 신규 참가자들

면, LCD를 기초로 한 모델들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의

이 기존 TV 제조업체들과 함께 TV 판매 경쟁에 뛰어

2.2%에서 2008년에는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들도록 고무시켰다. 이미 평판 모니터를 판매하고 있는
PC 제조업체들의 TV 시장으로의 다변화 전략은 큰

LCD TV는 소비자 가전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컴

변화는 아니다. 소비자 가전 회사들이 평판 TV 시장

퓨터 산업기술 중 가장 최근의 예이다. 수년 동안, 평

에 참여하는 이유는 일반 TV보다 더 높은 이윤 때문

판 TV 구매자는 크고 비싼 플라즈마 화면(42인치 모

이다. 2003년 후반 휴가 시즌에 LCD 및 플라즈마 평판

델의 경우 약 3500 달러)을 대신 구입해야 했다. 이미

TV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과대 광고에 열을 올렸다.

최신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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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정보
그러나 이는 제조업체들이 희망했던 정도의 판매로

러므로 대형 TV 시장에서 플라즈마의 우위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았다. 이제 더 많은 고객들이 평판 TV에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LCD TV는 저가 시장을 지배

대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할 것이다.

경향이 있다. 비용의 정당화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특
히 30인치 LCD TV가 화질 면에서는 브라운관 TV와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은 4배나 비싸다.

이는 평판 TV 예비 구매자들의 선택을 비교적 단
순하게 만든다. 만일 30인치 이하의 크기를 원한다면
LCD를 선택하면 되고, 그 이상의 대형 TV를 구입하

평판 TV 제조업체들은 이제 가격 인하를 시작하고

려는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가격 대비 더 나은 조건을

있다. 이는 많은 재고량 때문으로, 판넬 제조업체 및

제공한다. 55인치 이상의 경우, 리어프로젝션(Rear

TV 제조업체들이 너무 많은 량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Projection에
) 기초한 TV들이 인기가 있다.

소매업자들은 판매 가능한 수량 이상을 주문하였기
때문이다.

LCD의 약진

생산력 강화 또한 가격 인하 요건이 된다. 샤프는

그러나 신규 LCD 플랜트들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올해 1월에“6세대”신규 LCD 공장을 오픈하였다. 파

LCD TV는 점차 45인치 이상의 플라즈마 TV와 경쟁

나소닉 브랜드를 소유한 일본의 마쓰시타는 5월에 세

하게 될 것이다. 신규 7세대 LCD 플랜트들은 12개의

계 최대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 계획을 발

32인치 또는 8개의 40인치 판넬에 충분한 크기의 1.9

표하였다. 7월에 소니와 삼성은 충남 탕정의“7세대” x 2.2 미터의 유리판에 화면을 쏘게 될 것이다. 이리하
합작 LCD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 플라즈마 TV 제조업체들 역시 가격을 인하하지
LCD 플랜트에 대한 올해의 기록적인 투자는 내년에

않는 한, LCD는 플라즈마 TV를 고가 시장으로 밀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낼 것이다.

그러나 공급과잉은 낮은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

그 결과 42인치 TV에 대한 치열한 전쟁이 기대된
다. 플라즈마는 보다 진한 검정색으로 우수한 대비효
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플라즈마 판넬의 수명이 최근

내년의 급격한 가격 하락 전망은 평판 TV 시장의

10,000 시간에서 30,000 시간으로 개선되었지만, LCD

변화를 예고한다. 현재 LCD의 인치 당 가격은 플라즈

판넬은 60,000 시간의 수명을 자랑한다. LCD TV는 또

마보다 높다. 30인치 LCD TV 가격으로 약 40인치

한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플라즈마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되는 대부분의

러나 반응은 플라즈마보다 느리므로 스포츠 경기 관

LCD TV는 현재 20인치 또는 그 이하이며, 그 이상의

람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형 TV는 플라즈마와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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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검사 대폭 강화
- 어린이 놀이기구, 레이저 장난감, 바퀴운동화 등 제품안전정책과 공업연구관 임헌진
02)509-7236 hjlim@mocie.go.kr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등 9품목에 대한 안

소비자(특히, 어린이)들이 스포츠용 구명복(또는

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어린이용 안전모 등 6

부력보조복)으로 혼동하여 사용하는 수영보조용

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어린이용품 안전검사

품도 검사대상에 포함

를 대폭 강화하여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수영보조용품 :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
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

□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한 9개 품목의 안

나, 수영동작을 배우는 데 도움

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

을 주도록 고안된 기구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퀴운동화, 휴

는 제품이 아님.

대용 레이저용품(레이저 장난감), 어린이 놀이기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전문 헬

구,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스장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크레용·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을 국제표준 및

가정용 헬스기구에 국한하여 검사하던 것을 가정

유럽표준 등의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

및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식 헬스기구 에

또한, 욕실 등에서 노약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

대해 검사를 받도록 검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및 고속도로 등에

안전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자동차용 정지표지판에

휴대용 사다리는 검사범위에 세발로 되어 있어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제정

안전사고가 빈번한 원예용 사다리와 간단한 작
업에 사용하는 도배용 사다리를 포함시켜 안전

□ 운동용 안전모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

검사를 받도록 강화

기준을 강화 개정

다만, 보온·보냉용기 중 소비자의 안전위해의 우
려가 적은 진공보냉병, 아이스용 자아, 냉장상자

운동용 안전모의 검사대상 범위에 롤러스포츠용

등의 보냉용기는 의무 검사대상에서 업체가 원할

및 스키용 안전모를 추가하고, 특히 만 7세이하의

경우 검사를 받는 검정대상으로 완화

어린이용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
포커스·65

□ 가정용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의

품질표시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섬유유연제, 탈

주의·경고 표시 강화

취제, 습기제거제, 씽크대 에 대한 표시기준을
제정하고, 표백제(락스를 포함) 및 침대에 대한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대해서는 특별 표시항목
을 신설하여 5%이상 벤젠을 함유한 제품 등에 대

표시기준을 강화 개정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의『공지사
)

해서는“휘발시 유해함”등의 경고 문구를 표시토

항』에서 제·개정된

안전검사·안전검정·품

록 하고,“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등을

질표시기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추가로 표시 토록 하는 등 주의·경고 표시를 강화
□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그 외 안전검정 또는 품질표시대상으로 추가
로 지정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 또는 품질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표시기준 제·개정

을 위해 안명옥 의원이 입법 발의한‘어린이보호
포장’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및공

안전검정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스케이트 보드,

산품안전관리법이 금년 10월내에 개정될 예정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 에 대한 검정기준을 제

기술표준원은 국민의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수

정하고, 학용품에 대해서도“어린이용 필기·마

요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검사제도를 강화하고, 품

킹용 캡”에 대한 안전요건을 신설하는 등 안전검

질표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품질

정기준을 강화 개정

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준비중

표준

< 붙임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 안전검사(강제검사)
ㅇ 개요 (법 제9조)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출고전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
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
- 정기검사 : 연1회 이상 실시 (안전성 유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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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시행규칙 제4조)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공산품
분야
섬 유 (3)

안전검사대상공산품 (39품목)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포함한다), 자동차용

화 학 (9)

브레이크액, 자동차용안전유리, 자동차용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포함한다), 크레용·크레파스,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금 속 (3)

가정용압력냄비·가정용압력솥, 휴대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작동완구·비작동완구[유아용딸랑
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젖병·젖꼭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생활용품 (24)

물놀이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가스라이터, 보온용
기,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미끄럼방지타일, 바퀴운동화, 쇼핑카트, 어린이놀이기구, 유아용의자,
자동차용정지표지판, 휴대용레이저용품

※ 비고 : 크레용·크레파스, 롤러스포츠보호장구등 9품목은‘04. 12. 9부터적용
ㅇ 안전검사절차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에서 모델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안전검사합격증서”교부
* 안전검사 시료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
-“안전검사합격증서”
를 교부받은 모델에 한하여,「검」
마크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유통
ㅇ 안전검사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
ㅇ 수검업체 :‘04. 5월 누계 3,928업체 10,540건 (수입 : 2,631업체 7,062건)
ㅇ 사후관리 : 시·도지사
ㅇ 행정조치사항
-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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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명령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산품에
「검」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파기 또는 수거명령
-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으로서「검」
마크 또는 안전검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개선명령
- 필요시 위해사실의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명령
ㅇ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제품에
「검」마크를 표시한 제조·수입업자
-「검」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안전검정(임의검사)
ㅇ 개요 (법 제16조)
- 안전검정대상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검정기관에서 임의검사를 실시하
는 제도
* 행정처분 및 벌칙 없음.
ㅇ 안전검정대상공산품 (시행규칙 제13조)
-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이외의 공산품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
분야
섬 유 (4)
화 학 (8)

안전검사대상공산품 (31품목)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가속눈썹을 제외한다), 텐트, 반사안전조끼, 양탄자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를제외한다), 합성세제, 벽지 및 종이장판지, 물휴
지, 수경, 불꽃놀이제품, 양식용 부자, 자동차용 타이어

기 계 (2)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토 건 (1)

물탱크
학용품, 롤러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삼륜차, 비작동완구[유아용딸랑이, 삑삑이, 치아용

생활용품 (16)

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는 제외한다], 식탁용품·주방용품, 간이빨래걸이, 가죽제품, 안경테,
선글라스, 우산및양산, 보안경(TV용), 스키용구, 스케이트보드, 침대매트리스, 보냉용기

※ 비고 : 스케이트보드, 침대매트리스, 보냉용기등 3품목은‘04. 12. 9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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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검정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
ㅇ 수검업체 : 6품목 24업체 33건 ‘
( 04. 5월 누계)
□ 품질표시 (임의제도)
ㅇ 개요 (법 제8조)
-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품질표
시대상공산품)으로,
-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하는 제도
ㅇ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시행규칙 제3조)
분야

품질표시대상공산품 (24 품목)

섬유제품 (4)

의류, 한복, 수의류, 그밖의섬유제품(양말,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올, 넥타이, 이불, 요, 가방)

화학제품(10)

화장비누, 표백제, 화장지(두루마리 및 평면), 1회용기저귀(유아용, 성인용), 합성수지제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연질염화비닐(PVC)호스, 합성수지제필름, 섬유유연제, 습기제거제, 탈취제

생활용품 (6)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안경테, 선글라스, 우산·양산, 가구

귀금속품 (4)

목걸이, 반지, 수저, 그밖의 귀금속가공상품

※ 비고 : 섬유유연제, 습기제거제, 탈취제등 3품목은‘04. 12. 9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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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150외과용
(
이식재분야) 회의 참가결과
생활복지표준과 공업연구관 박태욱
02)509-7247

Ⅰ. 출장개요

의 실정과 의견을 반영하였음.
○ 또한 국내의 표준화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경쟁

□ 출장목적

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Plenary meeting에서
2005년도 개최되는 ISO/TC 150 총회를 국내에서

○ ISO/TC 150 (외과용 이식재)의 표준화관련 정보
수집 및 향후 표준화활동에 대한 대책수립.

추진하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개최예정 장
소의 경주변경과 개최기간의 변경에 대한

○ ISO/TC 150 (외과용 이식재) 총회의 2005년도

presentatio을n 하고, 전 회원국의 확인을 얻었으며,

국내 개최에 대한 최종 확정 통보 및 개최지(경

이에 아국에서는 계획대로 순조로이 진행할 것이

주) 설명 등 사전 홍보활동 강화와 정보수집으로

라는 확약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

성공적인 개최 대책수립.

Ⅲ. 회의내용
□ 출장기간 :‘04년 9월 11일 - ’04년 9월 18일
○ TC 150/ SC 5 (Osteosynthesis & spinal devices)
□ 출 장 지 : 캐나다 뱅쿠버

회의결과
- Resolution 1

□ 출 장 자 : 생활복지표준과 공업연구관 박 태 욱

· Task 그룹에서 ISO/CD 18192-1(Implants for
surgery - Wear of total intervertebral spinal disc

Ⅱ. 업무수행내용

prostheses - Part 1 : Loading and displacement
parameters for wear testing and corresponding

○ 금번 TC 150 회의 시의 업무수행은 참석한 국내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est)에 대하여 미

전문가인 연세대 서활 교수와 분담하여 담당 SC

국, 스위스, 프랑스의 검토내용을 상호 보완하

별로 회의에 참석하여 ISO활동에 대한 지식과

여 작성한 CD를 각국에 투표 회람하여 2004년

흐름을 파악하고, 차기 회의에 대비할 수 있는

12월까지 투표 완료토록 한다.

경험축적에 주안점을 두면서 필요시에 우리나라
70·기술표준｜04년10월호

- Resolution 2

· Task 그룹에서 ISO/CD 12189-7 (Implants for Ⅴ. 결 론
surgery - Mechanical testing of implantable
spinal devices - Part 7 : Fatigue test method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각국들이 자국의 제품에 대

for spinal implant assemblies using a spine

한 보호장벽의

segment model with anterior support) 에 대해

품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

서는 독일, 미국, 스위스, 프랑스에서의 검토내

내 기술수준 및 국내규격 제·개정에 대한 선진

용을 보완하여 CD를 작성하고 2005년 6월까지

각국의 관심도를 제고시킴은 물론 향후 국제규

각국에 회람하여 투표 완료토록 한다.

격의 제·개정 시에 우리 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단으로써 ISO규격에 의한 제

- Resolution 3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편 ISO활동에 대한

· TC 150/SC 5(Osteosynthesis & spinal devices)

전반적인 지식과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활

는 TC 106/SC 8(Dental Implants) 과liaison 회

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할

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수 있었음.

- Resolution 4
· TC 150/SC 5(Osteosynthesis & spinal devices)
회의는

추후 3년간 의장으로 “ John

Kirkpatric”
k을 재신임 한다.

○ 특히 일본의 적극적 참여는 눈여겨 볼만한 대목
(참가자:12명)이며, 중국 역시 2004년도 첫 번째
참가이면서 13명의 대규모 회의단의 참가로 중국
의 국력확대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2005년도

- Resolution 6

TC150 총회의 국내유치 확정에 대한 적극적 홍

· TC 150/SC 5(Osteosynthesis & spinal devices)

보는 우리의 규격에 관한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

회의는 TC 150 총회와 함께 2005년 10월 10일

에서 보면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에서 14일까지 한국에서 개최키로 한다.

사료됨.

Ⅳ. TC 150 (Implant for Surgery) 회의결과
- 각 SC에 대한 회의결과를 각 의장이 보고하고
각국의 대표단이 동의함.
- 차기회의에 대하여 토의하고, 2005년 총회를 한

Ⅵ. 건의사항
○ ISO/TC 150은 광범위한 응용분야로 인하여 전체
규격수가 방대하고 많은 WG이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극소수 인원만으로는 효율
적인 표준화활동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국 경주에서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변경하여

○ 선진외국들과 같이 국내관련단체나 업체 전문가

개최키로 확정함. 아울러 2006년 회의는 Austria,

의 적극적인 참여확대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므

Vienna 예정으로 공식 예고하였다.

로 정부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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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Ⅶ. 향후계획

○ 특히, SC 또는 WG별 국내전문가를 발굴하고, 각
종 국제표준화 회의를 지속적으로 수행케 하여

○ 금번 ISO/TC 150 표준화회의에서 수집한 각종

전문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향후 아국 전문가

정보 및 자료를 해당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KS

주도하에 국제표준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격에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하는 전문가육성방안 수립이 절실함.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2005년도 TC150 총회의 국내개최 확정에 따라

○ 앞으로의 국제 표준화활동은 WG위주로 기술표

이에 대한 조직위원회 구성, 해당업계와의 업무

준원, 학계, 의료계 및 기업체전문가를 연계시켜

분장, 예산집행 방안 등 조직적인 계획안 수립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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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ISO/TC86/SC공조및냉난방기기의
6(
시험및평가)
작업반 회의 참가결과
에너지자원표준과 공업연구사 김학영
02)509-7277

1. 출장개요
＜ISO/TC86/SC6 개요＞
○ 출장목적

○ ISO/TC86/SC은
6 냉동 및 공조기기의 시험 및

- 공조및냉난방기기 시험및평가관련 국제표준 개
발에 관한 국제규격 제·개정 작업에 참여

평가방법등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57년 설립되었으며, 9개의 WG으로 구성

- 비덕트형, 덕트형, 멀티형에 대한 공조 및 냉난
방기기의 성능시험 및 평가방법 규격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사 표명및타국가의 동향 파악
- 공조 및 냉난방기기의 시험 및 평가방법 규격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 동향과 각국의 대응방안

○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등 34
개국으로 우리나라는‘03년 WG회의부터 참가
하여 오고 있으며 WG회의는 매년(2회)개최되
고 있음

파악, 우리나라의 입장반영 및 인접국과의 교류
강화
□ ISO/TC86/SC6 WG 회의개요
○ 출장기간 : 2004. 09. 12 ~ 09. 19(8일간)
○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4. 09. 14 ~ 09. 17

○ 출 장 지 : 프랑스 파리

- 장 소 : 프랑스 파리 UNM
(프랑스 기계공업협회)

○출장자:
신산업기술표준부 에너지자원표준과 공업연구사 김학영
제주대학교

교수

박윤철

○ 참석자 : 한국 등 8개 회원국 대표단 등 19명
-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2. ISO/TC86/SC6(공조및냉난방기기의시험및평
가)WG회의 개최결과

벨기에
·한국 대표단 : 총 8명

국제표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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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준과 연구
사 김학영
- 외부전문가 : 고려대학교 김용찬 교수등 5명
- 업체전문가 : 삼성전자, LG전자 2명

험 및 평가)의 투표결과에 대한 각국의견 주요내
용 검토
- 정압을 낯추어 효율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저정압 규정
· 최저정압 이하의 정압을 갖는 경우, Rating 정

□ 주요 논의사항

압의 125%에 해당하는 최고정압을별도로 표시
- 제조사 지정 Rating 정압이 표준지정최소정압

가. WG1(작업반)회의 개요
○ 회의기간 : 2004. 9. 14 & 9. 17
○ 의 장 : Mr. Benard Hough(영국)
간 사 : Mr. James Walters(미국)
○ 주요 심의 안건
- 비덕트형(ISO/CD 5151), 덕트형(ISO/CD13253),

이상또는이하여부를 결정
· 이상 : 제조사 지정 Rating 정압을 Rating 정
압으로 사용
· 이하 : 제조사 지정 최고정압의 80%값과 표
준지정최소정압중 작은것을 Rating
정압으로 사용

멀티형(ISO/CD15042에
) 대한 공조 및 냉난방기

- 정압측정은 별도의 Duct를 공조 및 냉난방기기

기의 시험 및 평가방법규격에 관한 각국의 코멘

의 토출구 크기에 맞도록 제작하여 정압 측정

트에 대한 논의

· 현재 우리나라는 풍동내에서 정압을 측정하

- 향후 조치사항 논의

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DIS단계에서
풍동을 이용한 정압측정방법도 Annex에 추

나. WG1(작업반)회의 결과

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 각라인에서 사용되는 배관접속길이는 7.5m에서,

○ ISO/CD 5151(비덕트형 공조 및 냉난방기기의 시
험 및 평가)의 투표결과에 대한 각국의견 주요내
용 검토
- 각라인에서 사용되는 배관접속길이는 5m에서,
최소5m~최대7.5m로 하기로 함
- 일부 편집상의 수정과 기호, 용어, 비고등의 사
항을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커
다란 수정없이, DIS단계로 추진하기로함

최소5m~최대7.5m로 규정
- 성능시험시 송풍량측정 실내온도는 대기압상태
가 아닌 20℃~30℃에서 측정하여 표준상태로
보정하여 표시
-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후 DIS단계로 추
진하여 투표하기로 함
○ ISO/CD 15042(멀티형 공조및냉난방기기의 시험
및평가)의각국의견 주요내용 검토
- 부분부하 시험시 실내기 연결은 기존 Disconnect

○ ISO/CD 13253(덕트형 공조 및 냉난방기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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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시된 내용을 Not operating으로변경

- 성능시험시 실내기를 Not-Ducted 또는 Ducted로

○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제품인 공조 및 냉

통일하는 내용은 각국의 의견차이로 결정하지

난방기기분야의 국제규격 제·개정시에 제조사

못함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관련국 대표

- 이번 논의된 의견차이부분은 보완하여 DIS단계

들과의 협력분위기 조성

에서 추진함
○ WG1 의장 종합의견

3. 종합 의견

- ISO/CD5151, ISO/CD13253, ISO/CD15042에대한
각각규격의 Annex에 대한 일치화 작업을 10월
중으로 추진하여 WG1 편집위원회에 제출
- 2004년 12월까지 WG1에서 각국의 코멘트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를 완료한후, 2005년 3월에
DIS단계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공조 및 냉난방기기의 시험 및 평가방법 표준규
격은 Annex에 대한 일치화 작업을 금년(2004년)
중에 완료하고, 2005년 3월까지 ISO/DIS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ISO/CD5151(비덕트형),ISO/CD13253(덕트
형),ISO/CD15042멀티형)
(
공조 및 냉난방기기

□ 주요 활동내용

국제표준규격
○ 2005년 12월까지 FDIS 투표를 실시한후, 2006년

○ 비덕트형(ISO/CD5151공조
) 및 냉난방기기의 시

에 국제규격으로 발간할예정임

험 및 평가방법에서는 Annex에서 배관길이는

○ 현재 공조 및 냉난방기기 분야는 수출 전략적산

5m, 덕트형(ISO/CD13253에서는
)
7m로 규정되어

업으로 총생산의 50%정도가 수출되고 있으며,

비덕트형과 덕트형의 실내기를 공용으로 사용되

매년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부가가치의 선진국

는 국내실정에 적합하게 5m로 통일하기로 요청

형 산업임

한 결과
○ 최소5m~최대7.5m로 규정되도록 우리나라 의견
이 반영되었음
- ISO/CD5151비덕트형
(
공조 및 냉난방기기의 시
험 및 평가)
- ISO/CD13253덕트형
(
공조 및 냉난방기기의 시
험 및 평가)

○ 따라서 수출국가별 규격에 맞는 성능시험을 하
고 있으며, 이는 ISO국제규격에 적합한 성능시험
을 요구하는 것임. 이에 우리나라는 공조 및 냉
난방기기의 수출증대 및 기술개발을 위해 차기
회의부터 검토되는 국제규격과 제조업체의 의견
이 수렴된 규격과의 비교분석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임

○ 창문형, 실내용, 팬코일유닛방식등의 공조 및 냉난

○ 공조 및 냉난방기기 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전

방기기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대한 국제규격 개정

략산업인 냉동공조분야의 국제 표준화 추진 동

등 국제표준화 최근동향 파악을 위한 국내업체의

향과 각국의 대응 방안 파악하기 위해 국제표준

대응활성화 방안 강구

화 활동은 더욱 강화해야 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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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을 위한 리콜제도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홍보이사 나경수
02)579-3291 ksr@ekesa.or.kr

최근에 일어난 불량 만두소 파동, 잇따른 전기압력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함 제

밥솥 폭발사고 그리고 과열 선풍기에 의한 화재 소동

품으로 인한 위해확산을 사전에 봉쇄하여 방지하고자

은 소비자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

하는 일종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말한다.

게 다시 한번 일깨어준 사건들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신기술이 응용된

리콜이란 소환(召還), 취소(取消) 또는 철수(撤收)

다양한 신제품들이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라는 뜻으로, 원래 국민 또는 주민(住民)의 발의(發

시장에 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시기에

議)나 투표(投票)에 의한 공무원의 만기 전(滿期前)

살고 있다. 요즈음의 소비자는 소비생활의 편리와 윤

해임권(解任權) 또는 해임제를 말한다.

택을 함께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화상이나 신체의
훼손, 생명이나 화재와 같은 재산상의 안전에 크게 위
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여하튼 리콜은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데 여기서 결함(缺陷: defects)이라 함은 부족하고 불
완전하여 흠이 되는 구석인데,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에서

안전측면에서 위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

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권리로서

단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제품자체가 사회통념상 기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가 바

되는 객관적인 품질성능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

로 리콜제도이다.

하는 하자와는 구별된다. 하자(瑕疵: flaws)는법률 또
는 당사자가 기대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缺如)되어

리콜(recall은
)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
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제도이다.

있는 것이다. 리콜의 요건인 제품결함은 사용자의 안
전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즉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
다고 예상되는 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함 있는 제

스로 지체 없이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

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자에게 제품의 결함 내용을 알리고 이미 출시된 제품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나 파기 및 수리·교환·환급과

장에서는 확산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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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줄

온 것이 사실이다. 곱지 않은 따가운 사회적 시각도

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자기가 제조한 제품

문제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축소 혹은 은폐시키

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소비자에게 보

려는 안일하고 불합리한 사고방식에서 기업체가 아직

여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

도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움이 된다.

고 있다.

우리나라의 리콜제도는 소비자보호법에 일반규정이

또한 작은 결함 때문에 리콜을 실시해도 마치 중대

있고, 각 품목별로 개별법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되거나, 리콜을 실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식품

한다는 것 자체를 기술력에 큰 문제가 있는 불량기업

은 <식품위생법>,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으로 일단 낙인찍는 소비자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관리법>,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축산물은

도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리콜을 하려는 의지를 꺾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자발적 리콜과 리콜명령 등과

는 사회풍토가 또한 큰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되고

관련된 규정 및 구체적인 리콜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있는 것이다.

결함 있는 제품의 리콜은 선택적인 조건이 아니라

리콜의 실시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비자 피

필수적이다. 정도에 따라서 제품의 결함은 있을 수 있

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면서도 효과

지만 기업체에서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

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마지막 남은 제품하나까지 철

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를 크

저하게 회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의 마련이다.

게 손상시킨다. 또한 악덕기업으로 낙인찍혀 사회적인
비난 등 그 피해는 결국 기업의 파멸이라는 종착역까
지 몰고 갈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 기업의 리콜 실시 내용을 보면 위해
요소의 적극적인 제거라는 리콜 본래의 목적과는 거
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리콜 실시 사실을 소비자

자동차의 결함을 고지하지 않고 이리저리 은폐함으

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리콜을 발표하더라도

로써 기업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damages을
) 입고

결함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드디어는 경영위기에 빠진 일본의“미쓰비시”
가 근래

형식적인 공지만 마지못해 한 채 소극적으로 고객의

에 발생한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리콜제도

태도를 살피거나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는 기업의 흥망과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큰 경영전
략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

또한 해당기업 내부의 부서간 공조체계가 미흡하여

들은 아직도 제품의 결함에 대해 가능한 한 숨겨야

기업내부에서 조차도 어떤 제품이 리콜대상인지 알지

할 치부로 인식하여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대응해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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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실시 중에도 리콜하고 있는 대상품목을 판매하

외부에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등 기업으로서 치부를

는 이율배반적인 경우도 있으며 직원들의 무성의와

노정하는 아픔과 희생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기업으로

인식부족으로 대리점과 같은 최일선 조직에서 제품

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을 소비자에게 각인

결함의 심각성이나 리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시켜 주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을 회수
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불만을 야기하는 등 신속한 제
품회수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용이 들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한다는 최
소한의 기업도덕에 기초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는 긍정적 효과가

결함 있는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저해하는 또 다른

더욱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인으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정보체계가 허술하여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가 제대로 입력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소비자 또한 어떤 제품도 사람이 제조하고 관리하
는 일인 만큼 100% 완벽하게 만들 수 없으므로 리콜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인식해

반면에 소비자들도 기업체에서 리콜을 실시하고 있
는 사실을 몰라서 제때에 리콜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십분 이행하는 기업의
서비스가 바로 리콜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도 있다. 그리고 일부는 당장은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
로 적극적으로 리콜에 응하지 않아 해당 기업에서 애
를 먹는 경우도 있다.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함 있는 제
품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

리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해준다.

기업 스스로의 의지와 실행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의식이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기업은 소비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를 두려워하고 제품결함이 나타났을 때 이를 숨기기보

써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

다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

고 기업이미지도 차제에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용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증대를 위한 일종의 장기

자기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는 양

적인 투자로서 기업 스스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업

심있는 기업인의 참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기업의 이

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계기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적극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기업은 리콜에 따른
막대한 회수 및 수리비용 등은 물론 기술적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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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정맥 종주를 위한 훈련산행
생물환경표준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02) 509-7262

▶ 산행일시 : 2004년 9월26일(일요일) 날씨: 맑음안개

산행을 한 것은 관악산을 가면서도 지도를 꼭 지참하

▶ 산 행 지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제군 북면

는 준비에 비하면 너무나 준비를 소홀한 벌을 받은

▶ 산행코스 : 목우재-달마봉-계조암-울산바위-갈림

것이라고 자위해본다.

길-미시령

9월26일 새벽 5시30분에 기상하여 산행준비를 하고

◎ 산행거리 : 약 14Km(도상거리)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는 범계역 24시 김밥집에서 3인

◎ 산행시간 : 5시간 20분

분의 식사를 위해 김밥 5줄을 냉장고통(락엔락통)에
넣고 양재 구민회관을 향하여 917번 버스(금정~잠실)

백두대간을 마치고 8월의 휴식기를 지나면서 마음
을 다스리고, 추석을 목전에 두고 11월 낙동정맥 산행

에 몸을 싣는다.
양재 구민회관에 도착하니 6시40분. 추석전이라 그

전에 숨고르기를 위한 설악산 변방 산행을 선택한다.

런지 평소 토·일요일의 등산객들로 인한 부산함은

항상 휴식년제인 출입제한지역을 통행하여야만 산행

어디 가고 앞서온 낯모르는 아저씨 한 분뿐이다. 동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이 무겁지만 안내산

문시장에서 타고 올 사대천왕 중의 증장과 지국천왕

행으로 명산회에서 추석연휴를 이용하여 미시령휴게

에게 전화를 해 보니 동대문시장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소에서 목우재까지 산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적어 예약을 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승차하여

9월12일의 우중산행에서 실패하였던 구간을 다시 확

자리가 몇 개 없어 간신히 자리를 한 개 맡아 놓았다나.

인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9월26일 당일 산행을

7시 25분 상아관광 버스가 도착하고 자리 하나를 차

신청한다.

지하여 몸을 의지하며 먹구름이 조금 하늘을 가린 서

9월 12일 목우재에서 달마봉을 거쳐 울산바위에서

울을 뒤로 하고 버스는 달려나간다. 추석전의 분위기에

설악동으로 하산하기로 하였으나, 안개와 비로 10미터

걸맞지 않게 도로는 평상시보다 더 한가한 것 같다. 버

앞도 분간 못하는 상황에서 설악동과는 반대 방향인

스는 성남 복정역을 거쳐 설악산을 향하여 나아간다.

학사평저수지쪽으로 하산하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

양평을 자나면서 산악대장의 설명이 미시령은 국립

면, 그 날 지도와 콤파스도 준비하지도 않고 무작정

공원 감시원이 상주하고 있어 산행 들머리로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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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목우재에서 계조암 상가지대를 지나 설악동으로

시 방향에 우뚝 솟은 달마봉이 보이고 조금 멀리 2시

진행한다고 한다. 허나 우리는 목우재에서 미시령까지

방향으로 울산바위의 옆면이 보이면서 진행 방향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증

가늠하게 만든다. 바위능선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장과 지국에게 목우재에서 미시령으로 진행한다고 설

다시 후진하여 무명 바위봉 올라가는 초입에 표시기

명하고, 산악대장에게 산행방향을 물어보고 오후 5시

를 잘 보고 왼쪽으로 9부 능선을 타고 전진하여야 한

경에 미시령휴게소에서 만나 버스를 타기로 하였다.

다. 무명 바위봉에서 능선을 타고 계속 전진하면 위험
한 암릉지대가 나오고 암릉지대를 계속 전진하였다면

11시34분 목우재 등반 시작
목우재 등반 초입은 미시령 끝 지점에서 척산온천
을 지나 설악동으로 넘어가는 가파른 고개(현재 터널
공사중) 마루에 철망으로 출입제한을 한 구역으로 들
러가야 한다. 마루금 초입은 길이 잘 닦여 있어 조금
만 주의하여 보면 출입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어김
없이 출입제한 표시판이 세워져 있고 일반적으로 송
이버섯 채취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산행 소로길
주위를 살펴보면 소나무 밑둥이 주위가 온통 파헤쳐
있어 송이버섯 채취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를 보여준
다. 마루금 초반의 가파른 길을 조금 오르면 무덤이
보이고 길이 완만해지기 시작한다. 계속 잘 닦여진 길
을 따라 30여분 가다 보면 표시기가 나오면서 임도와
소로가 갈라지며 잠시 혼란을 일으킨다. 임도를 버리
고 표시기를 잘 살피면서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잡목이 우거진 능선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미시령 고
개길과 속초시내가 눈에 들어오고 왼쪽으로 철탑이
보인다.
능선 소로를 따라 계속 전진하면 시야가 확 트이면
서 암릉지대가 나온다. 표시기를 잘 확인하면서 능선
을 계속 전진하면 커다란 바위가 나오며 잠시 걸음을
주춤하게 만들면서 여기가 달마봉이 아닌가 혼란을
일으킨다. 일단 바위 능선을 올라 조망을 살펴보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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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가 매여 있는 바위 부근에서 후진하여 조심스럽
게 아래로 내려오면 소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전진하
면 달마봉이 나온다.(이 길은 9월 12일에 안개와 비를
맞으며 1시간 이상을 허비하면서 겨우 찾아낸 길이다)
무명 바위봉에서 8~9부 능선을 타고 5분 정도 전진
보면 암릉지대가 나오면서 설악산의 발등을 밟아가는
기분을 느끼게하는 웅장한 바위군이 나온다. 여기서
조금 고개를 치고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고 왼쪽은
설악동 초입으로 하산하는 길이고 오른편으로 전진하
다 조금가면 달마봉의 옆구리가 나오면서 바위의 크
기에 일단 압도당한다.

달마봉 도착(12:36)
달마봉 옆구리 끝지점에 주의해서 살펴보면 달마봉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고 릿지를 하여 20m 정
도 올라가면 달마봉 정상 바로 밑 넓은 바위에 도착
하고 저 멀리 권금성 케이블카가 보이고 토왕성폭포
의 물 줄기가 구름 사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일년에
몇 번 밖에 볼 수 없는 기회를 잘 잡아 울산바위의 옆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분은 왠지 씁슬하다. 안개와
비에 가려 있는 시간이 많은 울산바위 꼭대기가 모습
을 보이면서 3번째 산행에 겨우 바라보는 울산바위
얼굴이여. 달마봉정상에서의 휴식을 뒤로하고 임시로

기 술 표 준 가 족

설치한 로프를 잡고 하산하여 조금은 떨러진 곳에서

이루고 있다.

바라보는 달마봉의 반신 절벽은 족히 100m는 넘어 보

흔들바위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울산바위를 한번 쳐

인다. 권금성에서 바라보았던 달마의 얼굴은 사라지고

다보고는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인 1,092봉 가는 길을

수직암벽이 산나그네의 기를 죽인다.

찾기 위하여 울산바위 올라가는 길을 따라 가면서 샛

우린 미시령까지 가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휴식을
짧게 하면서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 내리막 암릉 능선
을 따라 진행한다.

길을 찾기 시작한다.
울산바위쪽으로 가다 보면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
다는 산악대장의 말을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샛길을
찾아 보지만 여기다 하는 곳은 나오지 않아 어림짐작

점심식사(13:00)
증장천왕이 배가 고파 발이 움직이지 않는 다고 하
여 사방이 잘 보이는 평평한 바위를 찾아 산중 식당
을 차리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느긋한 기분으로 경치
를 구경한다. 올려다 보는 울산바위, 신흥사, 눈을 들
어 권금성 과 케이블카를 보면서 잠시 무아지경에 빠
져본다.
13시 20분 산중의 오찬을 마치고 다시 출발한다.

으로 소로를 따라 나아 가기로하고 무작정 옆길로 들
어간다. 처음에는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5분 정도
나아가니 발자국도 없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잘 잡을 수가 없다. 그래도 일단 울산바위 옆구리를
더듬어 가면 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잡목숲을 헤
쳐가며 열심히 발자국을 더듬어 나아가니 힘도 들고
머리속에서는 되돌아 가자는 명령이 자꾸만 하달되지
만 발걸음은 그래도 시작한 길 끝까지 전진해보자고
고집을 피운다. 중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서로를 격

계조암, 흔들바위(14:00)
암릉지대를 내려가다 더덕 냄새로 잠시 지체하고
표지석을 찾아 방향을 확인한 후 작은 마루금을 넘어
서니 오늘의 중간 기착지인 계조암의 앙증스러운 모
습이 눈에 들어온다.
목우재에서 여기 까지 오면서 표시기의 특별한 점
은 산악회 표시가 없고 일반적인 노끈, 포장지 찢은
것 등 누가 달아놓았는 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계조암 목전에도 녹두색 및 분홍색의 표시기가 좌우
로 나뉘어 길을 안내 할 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계조암에 올라 서니 신흥사에서 올라온 일반 등반
객들로 북적거리고 울산바위 올라가는 입구는 장터를

려하고 선두를 바꾸어 가면서 헤메기를 1시간여 울산
바위 끝머리를 막 벗어나는 시점에서 표시기와 소로
를 발견하고는 길이 이렇게 반가을 수가 없다. 설악산
변방에서 두 번째 길을 어렵게 찾아 가면서 마음속으
로 역시 설악산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해본다. 절대
전부를 허용하지 않는 거인의 자태에 다시 한번 인간
의 어리석음을 반성해 본다. 시계는 오후 3시를 넘어
서고 갈길이 얼마 남아 있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나마 뚜렷하게 붙어 있는 표시기를 따라 부지런히
발을 움직인다.
큰 바위 옆에 폭포가는 길이라는 표지판 및 내원암
골 내려가는 표시기가 있어 길이 계곡을 따라 나아간
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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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암 계곡의 물소리를 위안삼아 능선을 따라 전

다음에 올 기회가 있어면 미시령에서 설악동까지 가

진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안개가 계곡을 피어 오르며

면서 잃어버린 길을 찾아 설악산과 더 가까워 질 수

또 한번 불안을 붇돋운다. 설악산 그대는 정녕 전부를

있기를 빌어보기도 한다. 미시령휴게소를 향하여 10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인간을 거부하는 몸짓인가 자기

정도 하산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소로가 보

죄를 감추기 위한 장난인가를 중얼거리며 그래도 중

이는 데 이는 무시하고 계속 직진하여야만 한다.

간 중간 표시기가 있어 조금은 안심을 하며 마루금을
부지런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조금은 지겹다고 느껴질 즈음이면 나무숲이 작아지
면서 미사령휴게소의 음악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산행기에 의한 정보도 없이 오로지 지도와 나침반

다. 그때부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눈을 피하

에 의지하여 감각적으로 전진하는 산행은 누군가 말

기 위해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주위

했던가 공비산행이라고. 목표지점을 찾지 못하면 돌아

를 살펴가며 전진한여야 한다. 삼거리에서 30여분 지

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은 낙오자의 심정과 같으리

나면 잡목숲이 옅은 조그만 공터가 나오고 오른쪽으

라. 사천왕의 리더로서 좀더 지도를 연구하고 오지 못

로 내려가는 소로가 나온다. 소로를 5분 정도 내려가

한 나 자신을 나무라며 부지런히 오감을 활용하여 제

면 미시령휴게소 올라가는 도로가 보이고 차량이 눈

3의 목표인 황철봉에서 내려오는 삼거리를 찾는다.

에 들어오면서 오늘 산행이 끝났음을 알려 준다.

삼거리 도착(16:20)
1,092봉을 어리짐작으로 통과하면서 안개가 조금 걷
혀 눈으로 황철봉을 확인하고는 조금은 안심이 되면
서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확실하게
3거리를 찾기 위하여 소로길을 움직여 눈에 익은 고
사목이 쓰러져 있는 삼거리에 도착한다.
작년과 올해 두 번을 지나간 길이라 조금은 눈에 익
은 삼거리에 도착하니 1,092봉으로 올라가는 표시가
전혀 없어 눈여겨 보지 않으면 진입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안개가 조금 옅어 지면서 저 멀리 너덜지대가
눈에 들어오고 황철봉이 아스라히 보인다.
일단 이젠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베낭을
풀어 남아 있는 김밥을 나누어 먹고 확실하게 자신이
없어 우선 미시령휴게소가 보이는 지점까지 이동하기
로 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발걸음을 움직인다.

미시령휴게소초입 도착. 오늘산행 완료(16:55)
소로길 끝 지점에 있는 철망을 조심하여 내려서면
도로가 나오고 미시령휴게소 출입구가 눈에 들어 온
다, 산악대장에게 하산하였음을 전화로 알리니 한 분
이 술이 조금 과하여 설악동에서 출발이 지연된다고
하여 우리는 산악감시원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
감에 미시령휴게소 출입구옆 공터에 진을 치고 마지
막 남은 음식을 털어 최후의 만찬을 벌린다. 여전히
미시령의 안개는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을 몰고와 등
에 서린 땀으로 추위를 느끼게 만든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우리는 산악감시원이 없는
느낌이 들어 차가 올 때까지 미시령휴게소 찻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의 산행을 반성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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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부가 소홀했다.
2. 안개가 몰려 올 것을 대비한 지도상 방향표시가
없었다.
3. 추위와 사고에 대비한 여벌옷 준비가 부족했다.
11월의 낙동정맥 산행을 위한 훈련구간으로 손색이
없는 설악산 변방 코스인 목우재에서 계조암을 거쳐

1만2천봉이 다 찼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
고 귀로에 올랐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고향으
로 돌아가면 주위의 웃음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 바
위는 어젯밤 쉬던 곳을 생각했다. 어차피 금강산에서
단역을 하느니, 외설악에서 주역 노릇을 하자는 생각
으로 울산바위는 현재 외설악 중턱에 자리잡았다.

미시령휴게소까지의 산행은 앞으로의 산행준비에 많

이 전설과는 달리 울산(鬱山)바위의 울(鬱)은 울타

은 것을 깨우쳐 주는 교훈산행이요 공비산행이라는

리를 뜻하는 말로 울산(蔚山)의 울(蔚)자와는 완전히

결론을 내려본다.

글자가 다르다. 다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울산에
서 왔기에 울산바위라는 말이 붙은 것이다. 울산바위

<울산바위의전설>
외설악 신흥사 앞에서 서북계곡으로 따라 올라가
내원암을 지나 산마루에 올라서면 엄청난 암산이 가
로막고 있다. 이 산이 바로 울산바위이다.
조물주가 강원도 땅에다 천하의 명산 하나를 만들
되 산봉의 수를 꼭 1만2천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각
지방의 산봉 중에서 준수하기로나 웅대하기로나 남의
눈을 끌만한 산에게 영을 내려 모월모일 모시를 기한
으로 금강산 쪽으로 오면 심사하여 합격한 산에 대하
여는 용모에 알맞은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이에 전국
각처의 수많은 산들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모두 모
여 들었다.
이때 경상도 울산(蔚山) 땅에 둘레가 10리나 되며
웅장한 바위인‘울산바위’
도 금강산으로 떠나왔다. 그
러나 태백산령을 걸어오는데 워낙 몸집이 육중해 빨
리 걸을 수 없어 온힘을 다해 걸었으나 설악산 지금
의 울산바위 있는 근처까지 와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
곳에서 하루를 쉰 뒤에 다음날 다시 육중한 몸을 끌
며, 금강산에 가서 조물주를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울산바위가 금강산 어귀에 들어섰으나 이미

는 울타리처럼 생겼다는 의미에서 울산바위라고 한다
는 이야기가 현실성 있다.

<달마봉>
달마봉은 설악산 북쪽에 매달려 있으며 설악산 국
립공원 내에서는 속초시와 시퍼런 동해바다를 제일
가깝게 바라볼 수 있는 산이다.
산세는 둥글둥글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암릉과
암봉으로 돌돌 뭉쳐 있으며 설악산 깊숙한 속내 까지
훔쳐볼 수가 있어 덩치큰 대청봉도 달마봉이 고개를
쳐들까 봐 두눈을 항상 부릅뜨고 있다.
바위덩어리 위에 올라서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높은 산곡대기에서 쭈르르 흘러 내려와 시
퍼런 바닷물로 풍덩 빠져 버려 수평선으로 미끄러지
며 눈을 크게 뜨고 남쪽으로 돌리면면 잔잔한 수평선
에서 하늘높이 치솟은 대청봉이 나타나면 아이고 숨
차, 다시 되돌렸다가 남쪽으로 돌릴라치면 아이고 숨
차 대청봉이 하늘로 푹 솟아 있네. 서쪽으로는 답답해
자꾸만 동쪽만을 처다봐 진다.
달마봉을 봄에 오르면 진달래 피고 새가 우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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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황홀감에 해지는 줄 모르고, 가을에 붉게 타오

서쪽으로 자꾸만 돌아간다. 아마도 설악산 깊은 속내

르는 단풍물결에 도취되어 왠지 고개가 동쪽보다도

를 훔쳐보기 위함인가 보다.

(달마봉에서 조계암으로 하산길에서 바라본 울산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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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운 늦가을 산사 3곳
여행작가 김초록

【고창 선운사】

선운산은 도솔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도솔이란 말은
불가의 도솔천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륵보살이 머문다

‘호남의 내금강’
으로 불리는 선운산과 그 아래 포근

는 뜻이다. 선운(禪雲)이란 이름도 고찰 선운사에서

히 안긴 선운사.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이 산자락을

따온 것이다. 한때는 절에 딸린 암자가 89개에 이르고

가득 덮고 있다. 산 들머리에서부터 시작된 단풍바다

수도터로 쓰이는 석굴이 24개나 있었던 대가람이었으

는 선운사 숲길을 홍시빛으로 칠해놓더니 개울을 따

나 정유재란 때 모두 불타버리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라 올라갈수록 그 농도가 점점 짙어진다. 선운산 골

이런 곡절에도 불구하고 수행자들이 계속 찾아들어

짜기를 화려하게 수놓은 단풍은 나들이객들의 마음을

선풍을 크게 떨칠 수 있었다. 경내에는 대웅전(보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변산과 곰소만을 사이에 두고

제290호)을 비롯해 만세루, 팔상전, 영산전, 명부전, 산

치솟은 선운산은 천왕봉, 여래봉, 인경봉, 구황봉, 노적 신각, 관음전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운사의 상징
봉 같은 크고 작은 봉우리가 띠를 두른 듯 이어져 있 이랄 수 있는 동백나무숲은 선운사 바로 뒤쪽 5천여
고, 명소들이 산자락 깊숙이 박혀 있어 그윽한 맛을

평의 산비탈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비록 꽃은 다 지

한결 더 풍긴다.

고 없지만 늘 푸른 동백나무는 언제 봐도 청청하다.
선운사를 물들인 단풍을 보고 오솔길을 따라 선운산
으로 향한다. 산새소리와 나뭇잎 서걱이는 소리를 들
으며 널찍하게 열린 산길을 오르노라면 진흥왕이 왕
위를 버리고 수도했다는 진흥굴을 비롯해 산 중턱에
우뚝 선 봉두암(투구봉), 그 너머로 보이는 사자암, 깎
아지른 듯한 절벽에는 암자(도솔암)가 들어서 있다.
암자를 떠받친 암벽에는 마애불상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 불교 문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마애불을 뒤로하
고 조금 더 오르면 용문굴을 지나 선운산의 하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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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인 낙조대가 반긴다. 낙조대에서 정상까지는 20여

줄지어 서 있고, 길 왼편의 사과나무밭엔 탐스런 사과

분 더 가야 간다. 여기서부터는 바위산이다. 길을 가로

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누구라도 이 길을 지날 때

막고 선 바위들이 줄곧 이어진다. 선운산의 단풍은 잎

면 군침을 삼키게 마련.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하는 것

이 작고 또렷한 게 특징이다. 보통‘애기단풍’
이라고

은 바람에 난분분 떨어져내리는 노오란 은행잎이다.

하는데, 잎이 질 때까지 선명한 색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을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 길을 한번

대체로 10월 상순에서 11월 초순까지 단풍이 절정을

쯤 거닐어 볼 일이다. 영화에서나 나옴 직한 수채화

이루므로 이 시기에 맞춰 가면 산뜻한 추억거리를 만

같은 정경이 당신의 마음을 환상으로 데려다 줄 것이

들 수 있다.

기 때문이다. 노란 은행나무길은 10월 중순에서 11월

▶ 여행수첩(지역번호 063)= 서울, 김제, 부안, 광주

초순까지 절정을 이룬다. 어쨌거나 신라 문무왕 16년

등지에서 고창행 버스를 이용한다. 서울역에서 호

(676년) 의상조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1300년 된 큰절

남선 열차를 타고 정읍역에서 내려 선운사행 버스

로 선묘(善妙)라는 여인과 의상조사의 애절한 사랑

로 갈아탄다. 승용차는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이야기가 담겨 있다.

22번 국도를 타고 15.7km 들어가면 흥덕에 이른다.
여기서 계속 22번 국도를 타면 선운사로 바로 갈
수 있고, 23번 국도로 가면 고창읍내로 가게 된다.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사 나들목으로 빠지면 한결
가깝다. 고창버스터미널(563-3388),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563-3450). 선운사 주변이나 고창읍내
에 숙박시설이 많다. 가을철에는 미리 예약하고 가
는 것이 좋다. 고창유스호스텔(561-3333), 온천여관
(563-4455), 귀빈장(564-1991), 선운장여관(5612035), 동백호텔(562-1560) 등이깨끗하다.
우리 나라 5대 고찰에 드는 부석사는 목조 건물 중

【영주 부석사】

가장 아름답다는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4
점, 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천

소백산을 끼고 있는 영주는 가는 곳마다 눈길을 끄

왕문을 들어서면 이 절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두

는 것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봉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 가람을 둘러싼 봉황산은 단

황산(819m) 기슭에 자리잡은 부석사(浮石寺)도 그 중

풍이 들어 새색시처럼 곱다. 요사채가 있는 뜨락에 들

의 하나. 가을 부석사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부석

어서니 옛 모습을 잃지 않은 안양루가 우뚝하다. 극락

리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온통 노란빛인 은행나무가

세계로 가는 첫 관문인 안양루 누각에 오르니 저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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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백산 능선이 아스라하다. 경치가 이토록 아름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변산반도는 한국8경의 하나에

울 수 있을까. 이곳에서 바라보는 뛰어난 경치는 김삿

들만큼 어디를 가나 볼거리가 즐비하고 문화재 또한

갓의 마음을 울렸는지, 누각에 김삿갓의 시가 걸려 있

풍부하다. 변산반도는 크게 내변산과 외변산으로 갈라

다. 안양루는 지붕 모양이 특이하다. 무량수전 쪽은 맞

져 있다. 직소폭포·내소사 등이 포함된 안쪽을 내변

배지붕으로, 요사채 쪽은 팔작지붕인데, 앞으로 드러

산, 채석강·적벽강·격포항 같은 바깥쪽을 외변산이

난 소백의 장엄한 연봉들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 부른다. 내변산의 백미인 내소사는 변산반도에서

누각 아래 마당에 서 있는 호리호리한 모양의 석등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일뿐 아니라 주변 풍광이 빼어난

(국보 제17호)도 눈길을 끈다. 안양루를 지나면 부석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름드리 전나무가 울창한 초입의

사를 대표하는 무량수전(국보 제45호)이 나타난다. 창

숲길은 먼지와 매연을 마시고 사는 도시인들에게 청

건연대가 확인된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

량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백제 무왕 33년(633년)에 창

한 무량수전은 다듬지 않은 주춧돌 위에 불룩한‘배

건한 고찰로 전체 분위기가 사뭇 고즈넉하다. 내소사

흘림기둥’
을 세워 안정감을 자아낸다. 정면 5칸 측면

에 들어서면 우선 그 단아한 가람에 정신을 뺏기지만

3칸 건평 65평의 구조로, 집의 몸체와 지붕의 비례가

무엇보다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경내를 물

탁월하거니와 두루뭉실한 기둥과 추녀의 어울림은 언

들인 붉고 노란 단풍이다. 그 핏빛 단풍을 배경으로

제 봐도 부드럽고 탄력이 넘친다. 주변에 옛 향기 물

사진 한 장 남겨두면 여행의 의미가 한층 더할 것이

씬 풍기는 선비촌을 비롯해 우리 나라 서원의 시초인

다. 화려하면서도 소탈한 멋을 풍기는 대웅보전(보물

소수서원이 있다.

제291호)은 내소사의 백미로, 그 문을 장식한 연꽃 국

▶ 여행수첩(지역번호 054)=중앙고속도로 서제천 나

화꽃 문양의 꽃창살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들목으로 나와 5번 국도를 타고 제천˜단양 거쳐
죽령을 넘으면 풍기. 면소재지에서 좌회전해 지방
도를 타고 8km쯤 가면 소수서원이다. 여기서 계속
지방도를 따라 9km 더 가면 부석면 소재지인 소천
리 사거리. 이정표를 따라 3km 가면 부석사 주차
장. 영주시내와 부석면, 순흥면, 풍기읍 일대에 영
주호텔(632-4000), 순흥여관(633-2124), 희방모텔
(638-8000), 코리아나호텔(633-4445), 동인장(6339605), 풍기호텔(637-8800), 영주시청소년수련관
(633-0924) 등의 숙박시설이 있다.
내소사 옆으로는 등산로가 나 있는데, 직소폭포를

【변산반도의진주, 내소사와개암사】

거쳐 월명암까지 가는 길이다. 월명암의 낙조대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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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반도를 찾았다면 꼭 가 봐야할 곳이다. 변산 8경에

진다. 변산반도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채석강(採石江)

드는 이곳들을 둘러보려면 하루 종일 투자해야 한다.

은 변산반도 해안 경치 중 으뜸으로 꼽힌다. 마치 수

산행 코스도 긴 편이라 각오하고 올라가야 한다.

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 같은 절벽은 보

내소사에서 곰소-우동-영전을 거쳐 부안읍내 쪽으로

는 이를 압도한다. 물이 빠지면 채석강의 너른 갯바위

가다 보면 왼쪽으로 개암사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천

를 거닐며 해식동굴도 구경할 수 있다. 채석강 일몰은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절은 개암저수지를 휘돌아 아

서해 3대 낙조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

름드리 숲이 우거진 곳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다. 예

▶ 여행수첩(지역번호 063)= 서해안고속도로 줄포 나

전에는 꽤 큰 사찰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웅보전,

들목→23번 국도(부안 방향)→3km→보안면 소재지

응진전, 요사채, 지장전 등만이 산사를 지키고 있다.

(좌회전)→30번 국도(진서 방향)→5km→삼거리 우

내소사가 다소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면 개암사는 남

회전 3km→내소사. 서울에서 갈 경우 강남고속버

성적인 느낌을 강하게 자아낸다. 대웅보전 뒤쪽에는

스터미널에서 부안행 고속버스 이용(50분 간격. 3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우금바위가 사람들을

시간 30분 소요). 부안읍에서 격포나 내소사까지

압도한다. 우금바위 양쪽으로는 길이 3,960미터의 산성

시외버스가 수시로 다니고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도

이 위용을 뽐낸다. 백제의 마지막 항거지로 알려진 우

는 버스도 한시간마다 다닌다. 이름난 명소인 만큼

금바위 바로 아래에는 원효대사가 수도했다는 커다란

숙박시설이 많다. 새만금 근처에 변산온천리조텔

바위굴(원효굴)이 뚫려 있다.

(582-5390), 모항 근처에 모항레저(584-8867), 호텔

두 사찰을 거느린 변산은 땅 전체가 아름다움의 보

썬리치(584-8030), 격포항 근처에 수협바다모텔

고다. 시원하게 펼쳐진 서해바다, 한가로운 어촌마을,

(581-3102), 해수탕장(581-0170), 적벽강모텔(582-

부서지는 햇살을 받으며 쪽빛 바다를 가르는 고깃배

8999), 내소사입구에 내변산장(583-0233이) 있다. 표준

들⋯. 한없이 아늑하고 평화로운 풍경들이 내내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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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와 그래피티운동
작가 오승휘

에피그램(epigram은
) 격언시(格言詩)라고 번역되고

붓가는 대로 어떠한 일정한 형식(形式)이 없이, 자유

있는데, 경구같은 짧은 풍자시를 말한다. 불의의 경악

롭게 보통 1~2페이지 또는 많게는 30페이지 가량 되

또는 기지(機智)의 전향(轉向)에 접하였을 때 표현하

게도 쓴다. 개성적(個性的)이며 관조적(觀照的)이고

는 짧은 시(詩)를 지칭한다. 보통 8행(行) 정도인데,

또는 인간성(人間性)이 내포되므로, 위트(wit)·유머

어원은 비명(碑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어(語) 에

(humor)·예지·기지(機智)로서도 표현한다.

피그램마(epigramma에서
) 비롯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는 기념비 등에 새겨진 시를 일컬었으나 뒤에 어떤

다시 말해서, 수필은 형태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상을 단적으로 서술한 단시(短詩)를 뜻하게 되고,

인생과 자연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생각나는 대로

또 풍자시나 경구(警句)를 가리키게 되었다.

써나가는 산문형식의 짧은 글을 말한다. 보통, 경수필
과 중수필로 나뉜다. 그래서 만문(漫文)·산록(散

그리스의 시인 시모니데스(Simonides; B.C. 556-468) 錄)·상화(想華)·에세이 등으로도 불린다.
에서는 처음이란 뜻이 있었고, 로마의 마르티알리스
(Martialis이
) 후에는 현재에 쓰이는 격언시의 뜻으로

경수필(輕隨筆), 혹은 연(軟)수필은 일정한 주제보

사용되었다. 영국에서의 가장 저명한 경구가(警句家)

다는 잡다한 상념이 중심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보다

혹 은 짧 은 풍 자 시작 가 곧 에피 그 램작 가

는 개인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래서 논리적인 판

(epigrammatis는
t) 고전파 시인 포프(A. Pope: 1688-

단보다 주관적이거나 감성적 표현이 우세한 그러한

1744)로, 그의 시는 극히 미묘하고 유창하였다.

수필을 말한다.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홀가분
한 약식의 인포멀 에세이(informal essay)라고도 부르

수필(隨筆)은 어떤 양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散文)문학의 한 부문이다. 인생과 자연에 대한 수
상(隨想)·수감(隨感)·단상(斷想)·논고(論考)·잡

이와는 반대로, 중수필(重隨筆)은 주로 공적(公的)

기(雜記)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혹은

인 문제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비개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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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個性的)인 수필을 지칭한다. 일명 경수필(硬隨筆)

낙서는 크게 개인적인 것과 공개적인 것으로 나누

또는 형식적인 글이라는 뜻의 포멀에세이(formal

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적인 것은 주로 남에게

essay)라고도 칭한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대개 자기의 일기장이나 잡
기장(雜記帳)을 주로 이용한다. 반대로 공개적인 것은

글자 그대로, 그때그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

남이 잘 볼 수 있는 벽과 담이나 일반대중이 자주 드

로를 붓가는 대로 적어낸 글이라는 수필을 뜻하는 영

나들어 흔히 볼 수 있는 공중변소와 같은 공공장소와

어가 에세이(essay)다. 영어의 essay는 물론 수필도 뜻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또 문예상의 소론(小論)이나 시론(試論)과 평
론까지도 의미한다. 원래는 시도·시험·노력을 의미
하며 원초적으로는 <해보다>에서 유래하고 있다.

잡기(雜記)는 여러 가지 일을 질서없이 적는 것으
로, 잡록(雜錄) 또는 잡필(雜筆)이라고도 한다. 신변
(身邊)잡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어떤 것은 개인적

또 주필(走筆)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 고려시대에

으로 노트를 하다가 나중에 공개된 것도 있다. 이를테

는 지금의 수필의 대용(代用)이었다고 하나 확실하지

면 조선조 영조·정조 연간의 학자 순암(順菴) 안정

않다. 지금은 주필(running script)은글씨를 흘려서 빨

복(安鼎福)이 지은 잡기가 바로 그것인데《잡동산이

리 쓰는 것, 혹은 재빠르게 쓴 글씨를 지칭한다.

(雜同散異)》
는 53책으로 되어있고 내용이 방대하여 잡
다하기는 하나, 오늘날에 와서 백과사전적인 귀중한

이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낙서(落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書)가 있다. 글씨나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데나
함부로 쓰는 것인데, 일명 낙필(落筆)이라고도 한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고대민속의 일종으로 잡희(雜

외국에서는 여기저기 어디에서나, 실내외에서 자주 볼

戱)가 있었다. 이것은 팔관회(八關會)가 오락화한 것

수 있는데, 특히 라틴계열의 다혈질적인 국민에게서

으로 추증된다. 팔관회 때에 열리는 잡기희(雜技戱)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말한다. 백희(百戱)에는 김낙(金樂)·신숭겸(申崇謙)
의 가상희(假像戱)·처용희(處容戱)·소인극(素人劇)

우리나라에서도 공중변소나 대학가의 담이나 벽위

등의 종류가 있으며, 가악(歌樂)까지 부른 예가 있다

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동서양 어디나 공통으로

고 전한다. 그리하여 가면극·처용무·검무 등의 발달

경구적(警句的 )성격이 강한 것들이 보통이라고 한다.

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음악과 가극의 진보를 조성

즉 기발한 생각이나 도덕상 혹은 예술상의 진리를 간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말기에 이르러 종합하여 집대성

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단구(短句)가 대부분인 것이

(集大成)시켰고, 그 후에는 산대극(山臺劇)으로 발전

다. 가령, 인구에 회자하는 파스칼의 <인간은 생각하는

하였다.

갈대이다> 따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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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그래피티운동(graffiti 運動)은미국에

(詩作)에서는 삶의 허무를 탄식하면서도 탄식 그 자

서 벌어졌던 일종의 낙서운동이었다. 원래 단수형인

체는 깊은 내면세계의 찬미로 승화하여, 현대인이 지

graffit는
o 고고학(考古學)에서는 벽이나 바위에 긁어

닌 영혼의 궁극적인 시적표현을 달성하였다.

서 그린 그림이나 문자를 말한다. 복수형 graffit는
i 크
게 보아서 낙서를 지칭하고 있다. 이태리어의 동사(v.)

20대 중반에 러시아를 여행하여 대지에 밀착된 인간

graffiare에서 유래했는데, 원래는 손톱 같은 것으로

생활을 보고 삶에 대한 눈을 떴고 파리에서 로댕의

“할키다, 긁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서가 되어 조각적 예술방법을 배워서 터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스위스로 옮아가서 이곳에서 대표

뉴욕에서는 1960년대 종반 무렵부터 거리도처에 낙

작을 완성하였다. 작품으로는《시도시집(時禱詩集)》
과

서가 범람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낙서하는 사람은

조형시(造形時)의 정점이라고 평가되는《신시집》이

대개 흑인이나 푸에르토리코인(人) 등 주로 소수민족

있다. 그리고 독일산문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 기괴

인데 극채색과 격렬한 힘을 구사한 속도감 넘치는 그

한 환상의 저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말테의

림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도안화된 문자나 그림을

수기》
와 역시 현대서정시의 극점(極點)으로 평가되는

거리의 벽과 지하철 같은 곳에 여기저기 그리는 것이 《두이노의 비가(悲歌)》
가 있다.
다. 이와 같은 낙서를 예술로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에서의 아트페스티발이 최초였지만, 근래에

릴케가 만년에 쓴 걸작《두이노의 비가(Duineser

와서 뉴욕에서는 그것들이 일약 상품가치를 가지게까

Elegien》
)는 모두 10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 1-2의 비

지 발전되었다고 한다.

가는 1912년에 그리고 전편은 1922년에 완성되었다. 릴
케가 이 시에서 그린 것은 무상한 존재요 항상 죽음의

낙서와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수기(手記)
다. 수기는 자기의 체험을 손수 적은 것인데, 그 기록

공포에 떨고 있는 무기력한 인간이 이 지상에서 도대
체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나서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도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소설
화 된 릴케의《말테의 수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시민생활이나 예술가 등의 삶의
방식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허위를 본질로

독일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릴케(R.M. Rilke; 1875-

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사

1926)는 20세기 독일시의 제1인자라고 높이 평가되고

명은 지상의 사물을 내면화하고 영원화하는데 있다고

있다. 달콤하고 감상적인 시풍이 러시아의 풍토를 접

그는 감히 결론지었다. 장중하고심각한 상징적 표현으

하자 신비적인 내면의 방향으로 심화(深化)되었다. 다

로 넘쳐있는 이 위대한 10편의 비가(悲歌)는 20세기 서

시 로댕의 영향으로 그 내면성을 조형예술처럼 엄격

구시(西歐詩)의 절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독

한 윤곽 속에서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만년의 시작

일·프랑스·영국의 시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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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릴케는 인간의 죽음과 사랑이 현대문명 속에서 매

릴케의 대표적인 산문작품《말테(Malte)의 수기(手

우 값싼 것으로 전락하여 몰락된 것을 심히 개탄하였

記)》의 원명은 좀 길다 : Die Aufzeichnungen des

다. 개개인이 고유의 죽음을 가지며 사랑이 소진(消

Melte Laurids Brigge. 1910년에간행되었는데, 소설다운

盡)해 버리지 않고 무한히 흐르는 삶을 그려서, 말테

줄거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파리에서 살고 있는 한

의 상념(想念)은 지난날의 사람들의 위대한 사례에

이름 없는 젊은 시인의 내면적 생활체험을 익숙하고

달음질친다. 궁극적으로는 말테는 현대의 세태에 구제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도시생활의 불안, 고향에서의 어

받지 못하고 드디어는 절망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작

릴 때의 추억, 독서에서 얻은 정신적 체험을 적나라하

자는 이 작품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끌기 위한 사진

게 기술하면서 그 속에 깔려 있는 릴케 자신의 내면적

의 음화(淫畵; negative)와 같은 것으로 보아 달라고

고투(苦鬪)의 진한 여운과 흔적을 그려놓았다.

끝에 가서 애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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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조화
수필가 최규자

이미지(image)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상(像) 혹은 형

객관적으로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감각적이고 구체

(形)의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적인 성질을 갖는 상(像)을 뜻하는 것으로 형상(形象)

의미로 쓰이고 있어 그 개념이 시사하는 내용이 일정

과 영상(映像) 등이 있다. 초상, 화상(畵像), 조상(彫

하게 정해져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이 요

像), 우상, 각상(刻像), 영상, 심상(心像) 등 가지가지

즈음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배경에는 텔레비전과 같은

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로 예술상의 용어로 형태가

대량전달 매체인 매스콤(mass communication)을통해

이루어진 것이 움직이는 지각적 심상(知覺的心像)을

서 시청각(視聽覺)에 호소하는 구체적인 형상의 전달

뜻하게 되었다.

이 성행하게 된 사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미의 뉘앙스(nuance)변천을 다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상(心像)을 떠오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상상
(想像), 상상력(想像力), 구상력(構想力)을 말한다. 또
거울이나 렌즈(lens)가 만드는 상(像)을 말한다. 그리

이미지라는 의미의 어원은 <닮게 한 것, 닮은 것, 닮

고 직유(直喩: simile)나 은유(隱喩: metaphor)를 쓰는

아 있는 것>이란 뜻의 라틴어인 이마고(imago)에 유

표현법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 외에 실상(實像)이나

래한다. 모방한다(to imitate)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지

허상(虛像) 그리고 곡두라는 환상(幻像)과 환영(幻影)

의 용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상(像)을 뜻하는

등이 있다.

것으로 표상(表象)이나 심상(心像)이 있다.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좁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넓은 뜻으

은 뜻의 감성적(感性的)인 이미지에 관한 것을 가리

로는 직관적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모든 것을 가리키

킨다. 그런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즉 관념에는 감성

고 좁은 뜻으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감각적이고 구체

적이 아닌 추상적인 것도 있고, 이러한 관념에 바탕을

적인 성질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둔 인식(認識)을 보통 개념(槪念)이라 한다. 많은 관
념 속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추상하여 종합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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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concept이
) 다.

어서는 이미지와 개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그 일
면(一面)에 있어서 이미지는 지각을 통한 경험을 요

관념을 이미지적인 관념과 개념적인 관념으로 나누
어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개념적인 것을 뺀 이미

약하여 형식을 갖추는 것이므로 지각과 사고와를 매
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나, 이미지적인 것을 뺀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심리학자인 왈롱(H. P. Wallon)이 주장하는 것

이것은 왈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지는 사물의

처럼 <이미지와 개념은 서로 합쳐져 있다>고 하는 것

감성적 내지 물질적 측면에서 사고를 뒷받침하고 있

을 우리는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또한 개념은 사물의 원리, 즉 사물의 일시적인 외
관(外觀)을 넘어 사물을 존재시키는 것에 있어서 감

지각이나 감각과 이미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상

성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事象)이 눈앞에 있지 않는데도 사람 마음 속에 생기
는 직관적인 표상(表象)을 이미지라고 하는 경우가

개념적인 사고가 말로 표현되고 또 말로 전개되는

많다. 그런데 직접 외계의 자극을 받지 않고 다만 대

데 반하여, 이미지는 언어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 즉

뇌중추의 흥분만으로 의식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외적

많은 감각적인 것의 미분화된 상태의 표상이고, 하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지가에 비하면 감

하나 축어적(逐語的)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

각적이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라 <한꺼번에 전체를 파악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

더군다나 실재성(實在性: reality)이 희미하고 불안정

라서 이미지는 무의식층(無意識層)의 일종의 암시(暗

하여 쉽게 분산되어 소멸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示: hint)로서 작용하고, 개념적 사고를 부풀게 하고
윤택하고 풍부하게 한다.

또한 보통 이미지라고 하면 시각적(視覺的)인 것을
생각하나, 소리(音)나 냄새 등 시각이외의 감각에 의

이미지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은 객관적

한 이미지도 성립한다. 다만, 성립되는 이미지에 대해

인 사실이나 환경의 영향에 의하여 행동하기보다 개

여러 가지 감각의 표상이 미분화(未分化)되어 있다.

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사실이나 환경의 영

그리고 시각적인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優先)하는

향에 의하여 행동하는 일이 오히려 많다. 이와 같이

일이 많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지 훈련(imagery

주관화된 환경을 구성하고, 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rehearsal이라고
)
하여 스포츠 선수가 과거 자신이 최

이 넓은 뜻의 이미지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는 인간

고 성적을 올렸을 때의 폼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보며

의 사고·판단·감정·태도·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

훈련한다.

인 요인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에 관한 기본적
인 개념의 하나라고도 한다.

사고(思考)와 이미지에 관해서는, 현실의 사고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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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미지는 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에 관해서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은 제각기 자기 어머니의 이미지
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같은 생활주변이나 환경에서 자란 같은 성
(性)과 같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통된 어
머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한
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 전체가 갖는 어머니라는 이미
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
전체가 갖는 어머니의 이미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상정(想定)된다. 이러한 점은 이미지가 동서고
금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극히 개인적인 것일 뿐 아니
라 동시에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지의 고착화에 대해서는, 이미지의 사회적 성격
이 어떤 집단 속에서 강조되면 리프만(W. Lipmann)
이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
부른 것처럼 단순
화된 고정적인, 판에 박힌 양식의 이미지를 낳게 한다.
그리하여 스테레오판으로 뜬(stereotyped것처럼
)
개성
도 신선한 맛도 없는 판에 박은 듯한 또는 틀에 박힌
고정화된 것이다. 고정화되어서 진부한 그리고 케케묵
고 평범한 것이 된다.
우리가 흔히 유태인이라 하면 곧 악착스러운 고리대
금업자, 수전노, 약아빠진 장사꾼, <교활하다>는 이미
지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빨간색>이나 <반
동(反動)>이라는 표현에 대한 반응도 이와 비슷하다.
스테레오타입은 감성적인 이미지의 특성에 어울리는,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사람의 사고나 행동을 촉발시
키는 것인데 비하여 스테레오타입은 가끔 사람들을 선
입견이나 편견에 빠지게 한다. 개개인의 직접적인 경
험을 넘어선 사상(事象)에 관한 판단에 있어 충분히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전의 정보 없이
그대로 스테레오타입에 의하여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많다.
스테레오타입의 대부분은 개인에게 사회화(社會化)의
과정 중에 양친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흡수된 다
음, 매스콤에 나타난 사회적 대상의 이미지에 의해서
형(型)을 이루게 된다. 특히 현대는 매스콤의 역할이 막
강하므로 그 일방적인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풍요한 이미지의 시대에 살
고 있다. 현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미지의 홍수시대
라 불리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 실물에 가까운 영
상이 범람하고 있고, 광고 기타 선전물에서도 문자언
어보다 <형(形)>이 많이 취해져 있어 이미지적 사고가
대량으로 촉진되고 있다.
그리하여 어떤 현실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
느냐 하는 이미지가 오히려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
다. 예컨대, 소비행동은 현대인의 생활행동의 양태 중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소비행동이 상
품이나 상표에 의한 이미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광고는 생활에 필요한 상품생산이 더욱 발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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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새로운 욕망을 개발
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새로운 욕구를 환기시키는 역
할을 할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좋은 생활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 주게 된다. 또
한 그 기업의 사회적 서비스에 관해서 호의적인 이미
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요즈음 각 기업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바
로 상품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다. 그리고 상품이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기능적인 면보다도 눈으로 보기에 새롭
고 시각적으로 기능적으로 보여 사고 싶은 생각이 나
게 하는 이미지의 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디자인
을 또한 중시하게 되었다. 정치에 있어서도 정치인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식견에 앞서
정치인의 시민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시되고 있다.
D. 패스틴은 그의 명저《이미지》
라는 책에서 <우리
가 어떤 인물을 선택하여 투표하는 것은 그의 공적(公
的)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백악관에서 만나고 싶은 이
미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뷰익(Buick)이 라는 차(車)
가 실제로 어떤 자동차냐 하는 것보다 뷰익이라는 자
동차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미지
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미지를 정량적(定量的)으로 혹은 정수적(定數的)
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지의 측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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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불명확하고, 불안정하고, 규정성이없는 이미
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러나 이미지의 어떤 측면에 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연상적(聯想的: associative)인
의미를 조사하는 것으로 예컨대, 봄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꽃을 연상하고, 어떤 사람은 소녀를 연상하기
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어진 자극이라는 말에는
어떤 연상어(連想語: associates)가 자발적으로 나오느
냐 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자극이 어떤 사람 혹은 어
떤 집단에게 있어서 갖게 되는 연상적 의미 즉 이미지
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 유효한 방법으로 오늘날 잘 쓰이는 것으로
척도적(尺度的)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언어기호를
비롯하여 도형·색·음(音) 따위의 모든 종류의 기호
에 대한 정서적 의미를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오스굿(C.E.
Osgood) 등에 의하여 개발된 의미척도법(意味尺度法)
이다. 오스굿 등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고등학교 학
생들은 <평화>를 <무언가 좋은, 강한, 그러나 소극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핀란드의 고등학
교 학생들은 <무언가 좋은, 그러나 약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느낀다고 한다.
결국 이미지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
상(映像)이며 심상(心像)인데 요즈음에는 상징(symbol),
화신(化身), 전형(典型), 그리고진실 그 자체를 나타낸
표현 혹은 박진적 묘사까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대중매체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일반 대중
에게 주는 인상”
의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표준

KS 제 · 개정

◈ 기술정보신뢰성과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B ISO 12130-2 2004. 09. 08 미끄럼베어링-정상상태 조건
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링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제2부:
틸팅패드 스러스트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함수
KS B ISO 12130-3 2004. 09. 08 미끄럼베어링-정상상태 조건하
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링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제3부:틸
팅패드 스러스트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안내값

KS B 0816 2004. 9. 18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

양의 분류
◈ 정보시스템표준과

제정

KS B ISO 12167-1 2004. 09. 08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
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링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정상
상태 조건하에서의 배유 홈 붙이 정압 미끄럼 저널베어링제1부: 배유 홈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 베어링의 계산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B ISO 12167-2 2004. 09. 08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
건하의 배유홈 붙이 정압 미끄럼 저널 베어링-제2부: 배유
홈 붙이 오일 윤활 미끄럼 저널 베어링계산을 위한 특정값

KS X ISO 14817 2004. 9. 30 교통 정보 및 제어시스템
(TICS)－ITS/TICS 중앙 데이터 등록소 및 ITS/TICS 데
이터사전을 위한 요구 사항

KS B ISO 12168-1 2004. 09. 08 미끄럼베베어링-정상상태 조
건하의 배유홈 없는 정압 미끄럼저널 베어링-제1부: 배
유홈 없는 정압 미끄럼저널 베어링의 계산

KS X ISO 14819-1 2004. 9. 30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교

KS D ISO 10070 2004. 09. 16 금속분말-정상상태 유동조건에
서 분말베드의 공기통기도로부터 비표면적 측정방법

통메시지의 부호화를 통한 TTI 메시지－제1부：
ALERT－C를 이용한 라디오데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채
널(RDS－TMC)을 위한 코딩 프로토콜

KS D ISO 13944 2004. 09. 16 윤활제가 첨가된 금속분말 윤활제량 측정방법 (속스렛 축출법)

KS X ISO 14819-2 2004. 9. 30 교통 및 여행자 정보(TTI)－

교통메시지 부호화를 통한 TTI 메시지－제2부：라디오데
이터시스템 교통메시지 채널을 위한 이벤트 및 정보 코드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D ISO 14168 2004. 09. 16 초경합금을 제외한 금속분말의
구리기지 침투 분말 시험 방법
KS D ISO 2740 2004. 09. 16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

료의 인장시험편
KS D ISO 3928 2004. 09. 16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

료의 피로시험편
KSC 4003 2004. 9. 30 공업 프로세스용 압력·차압 전송기

의 시험방법
◈ 소재부품표준과

제정

KS D ISO 4490 2004. 09. 16 금속분말-보정된 깔때기 (Hall
유동계)를 이용한 유동시간 측정방법
KS D ISO 4492 2004. 09. 16 초경합금을 제외한 금속분말의
압축성형 및 소결에 따른 치수변화 측정방법
KS D ISO 4497 2004. 09. 16 금속분말 - 건식 체질에 의한 입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도크기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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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ISO 4507 2004. 09. 16 침탄 또는 침탄질화된 철계 소
결재료의 미소경도시험에 의한 표면 경화깊이 측정방법
과 검증

KS C IEC 60317-4 2004. 09. 02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4
부 : 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
급 130

KS B ISO 12168-2 2004. 09. 30 미끄럼베어링-정상상태 조건
하의 배유홈 없는 정압 미끄럼저널 베어링-제2부: 배유
홈 없는 정압 미끄럼저널 베어링의 계산을 이한 특성값

KS C IEC 60317-7 2004.09.02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7
부 : 폴리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220

KS B ISO 3269 2004. 09. 30 파스너 - 인수 검사

KS C IEC 60317-8 2004.09.02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8
부 :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80

KS B ISO 3506-4 2004. 09. 30 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
너의 기계적 특성 - 제4부 : 탭핑 나사

KS C IEC 62278 2004.09.04 철도용 전기설비의 신뢰성, 가
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RAMS) 관련시방서 및 설명서

KS B ISO 887 2004. 09. 30 일반 미터 볼트, 스크류 및 너트

KS C IEC 62279 2004.09.04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
호 처리 시스템과 제어 및 보호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용 평와셔 - 통칙

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C IEC 62280-1 2004.09.04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
호 처리 시스템 -제1부 : 폐쇄형 전송 시스템에서의 안
전 관련 통신
KS C IEC 60684-1 2004.09.24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KS D 0062 2004. 09. 21 아크용접에서의 총퓸 및 원소별 발

생량 평가방법

KS C IEC 60684-2 2004.09.24 플레시블 절연 슬리빙- 제2부:

시험방법
KS D 0407 2004. 09. 21 용접 와이어 송급성 평가 시험방법
KS D 7044 2004. 09. 21 구리 및 구리 합금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용 봉 및 와이어

◈ 전기기기 표준과

제정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C IEC 60317-12 2004. 09. 02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12
부: 폴리비닐 아세탈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 120
KS C IEC 60317-20 2004. 09. 02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제
20부 : 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
등급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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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0684-3-100 2004.09.24 플레시블 절연 슬리빙- 제
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제100-105절: 압출
염화비닐 슬리빙
KS C IEC 60684-3-116 2004.09.24 플레시블 절연 슬리빙- 제
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제116-117절: 일반
적 용도의 폴리클로르플렌 슬리빙
KS C IEC 60684-3-121 2004.09.24 플레시블 절연 슬리빙- 제3
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대한 사양-제121-124절:압출
실리콘 슬리빙
KS C IEC 60317-23 2004.09.24 개별권선에 대한 사양-제23
부:납땜가능한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동선, 분류
등급 180
KS C IEC 60317-26 200 2004.09.24 개별권선에 대한 사양-제
26부:폴리아미드-이미드에나멜 원형동선, 분류등급 200

KS C IEC 60317-34 2004.09.24 개별권선에 대한 사양-제34
부:폴리에스터 에나멜 원형 동선, 분류등급130L

KS M 8072 2004. 9. 4 P-크레졸(시약)
KS M 8074 2004. 9. 4 삼연화 요오드(시약)

KS C IEC 60317-35 2004.09.24 개별권선에 대한 사양-제35

부:본딩층을 가진 납땜 가능한 폴리우레탄 에나멜 동선,
분류등급155

개정

KS M 8075 2004. 9. 4 육클로로 백금(Ⅳ)산칼륨(시약)(염화 백

금산 칼륨)
KS M 8076 2004. 9. 4 아지드화 나트륨(시약)
KS M 8077 2004. 9. 4 염화 1.10페
- 난트로리늄. 1수화물(시약)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M 8078 2004. 9. 4 인산 수소 이칼륨(시약)
KS C 3132 2004.09.24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KS M 8079 2004. 9. 4 황산마그네슘. 7수화물(시약)
KS C 3317 2004.09.24 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KS M 8157 2004. 9. 4 아닐린(시약)
KS C 3602 2004.09.24\ 0.6/1KV 비닐절연 비닐캡 타이어 케

이블

KS M 8158 2004. 9. 4 벤젠알콜(시약)

KS C 3323 2004.09.24 0.6/1KV 비닐절연비닐 시스 케이블(W)

KS M 8164 2004. 9. 4 하이드로술파이프나트륨(시약)
KS M 8165 2004. 9. 4 삼산화안티몬(시약)

◈ 화학응용표준과

제정

KS M 8175 2004. 9. 4 페놀(시약)
KS M 8509 2004. 9. 4 아세토니트릴(시약)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KS M ISO 4578 2004. 9. 4 접착제-유동롤러를 이용한 강접착제

박리강도 측정방법

KS M 8510 2004. 9. 4 아세톤(잔류농약?PCB시험용)(시약)
KS M 8511 2004. 9. 4 에틸알코올(잔류농약?PCB 시험용
)(시약)
KS M 8512 2004. 9. 4 2-아미노 에탄올(시약)

개정

KS M 8513 2004. 9. 4 디클로로메탄(잔류농약 시험용)(시약)

- 규격번호 고시일 규격명 -

KS M 8514 2004. 9. 4 인산이수소칼륨(산화제측정용)(시약)

KS M 8026 2004. 9. 4 과산화 이황암모늄(시약)

KS M 8515 2004. 9. 4 디부틸디설파이드(시약)

KS M 8033 2004. 9. 4 풀루오르화수소암모늄(시약)

KS M 8516 2004. 9. 4 이염화N, N-디메틸
-P-페닐렌디암모늄(시약)

KS M 8070 2004. 9. 4 수산화 칼슘(시약)

KS M 8517 2004. 9. 4 글리신(시약)

KS M 8071 2004. 9. 4 M-크레졸(시약)

KS M 8518 2004. 9. 4 P-톨루엔솔폰클로르아미드나트륨(3수화

물)(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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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8519 2004. 9. 4 2,6 디클로로인도페놀나트륨
(2수화물)(시약)
KS M 8520 2004. 9. 4 L-시스테인염산염(1수화물)(시약)

KS M 0028 2004. 9. 4 발광 분광 분석방법통칙
KS M 0032 2004. 9. 4 고주파 유도 결합 프라스마방출 분광 분

석방법 통칙
KS M 8521 2004. 9. 4 이크롬산암모늄(시약)
KS M 0043 2004. 9. 4 X선 회절 분석 통칙
KS M 8522 2004. 9. 4 (+)-타르타르산암모늄(시약)
KS M 0120 2004. 9. 4 표준용액의희석 방법 통칙
KS M 8523 2004. 9. 4 (+)-타르타르산칼륨(1/2수하물)(시약)
KS M 0121 2004. 9. 4 화학 표준물질통칙
KS M 8524 2004. 9. 4 (+)-타르타르산수소칼륨(시약)
KS M 1018 2004. 9. 4 글루코오스표준물질
KS M 8525 2004. 9. 4 (+)타
- 르타르산수소나트륨(1수하물)(시약)
KS M 1019 2004. 9. 4 요소 표준물질
KS M 8526 2004. 9. 4 인산수소이나트륨(시약)
KS M 1020 2004. 9. 4 요산 표준물질

KS M 8527 2004. 9. 4 1,2나프토퀴논
-4-술폰산칼륨(시약)
KS M 1021 2004. 9. 4 칼슘 표준물질
KS M 8528 2004. 9. 4 P-니트로아닐린(시약)
KS M 1022 2004. 9. 4 콜레스테롤표준액
KS M 8529 2004. 9. 4 닌히드린(시약)
KS M 1023 2004. 9. 4 마그네슘표준액
KS M 8530 2004. 9. 4 헥산(잔류농약·PCB시험용)(시약)
KS M 1034 2004. 9. 4 고순도 탄화수소의응고점 시험방법
KS M 8531 2004. 9. 4 수산화나트륨(질소측정용)(시약)
KS M 1040 2004. 9. 4 표준물질-표준액-망간
KS M 8532 2004. 9. 4 요오드화칼륨(산화제측정용)(시약)
KS M 1041 2004. 9. 4 염화물 이온 표준액
KS M 8533 2004. 9. 4 인산수소이나트륨(12수화물)(산화제 측정

용)(시약)

KS M 1042 2004. 9. 4 플루오르화물이온 표준액

KS M 8534 2004. 9. 4 마그네슘(시약)

KS M 1043 2004. 9. 4 질산 이온 표준액

KS M 8535 2004. 9. 4 메타크레졸퍼플(시약)

KS M 1044 2004. 9. 4 아질산 이온 표준액

KS M 8536 2004. 9. 4 라이네케염(1수화물)(시약)

KS M 1045 2004. 9. 4 표준물질-표준액-인산이온

KS M 8537 2004. 9. 4 황산은(시약)

KS M 1046 2004. 9. 4 표준물질-표준액-암모늄이온

KS M 8538 2004. 9. 4 황산리튬(1수화물)(시약)

KS M 1047 2004. 9. 4 일산화질소및 이산화질소(표준시료)

KS M 8539 2004. 9. 4 알릴알코올(시약)

KS M 1101 2004. 9. 4 산소

KS M 0012 2004. 9. 4 흡광 광도 측정방법통칙

KS M 1131 2004. 9. 4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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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1307 2004. 9. 4 염소산나트륨

KS M 9720 2004. 9. 4 산업용 무기화학제품-염소함량 일반 측
정방법(수은적정법)

KS M 1308 2004. 9. 4 산화크롬
KS M 3081 2004. 9.10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샤르피충격
KS M 1309 2004. 9. 4 티오황산나트륨
KS M 1316 2004. 9. 4 과망간산칼륨

시험방법
KS M 3083 2004. 9.10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내약품성 시

험방법
KS M 1320 2004. 9. 4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HFC-134a)
KS M 1421 2004. 9. 4 입상 활성탄

KS M ISO 10146 2004. 9.10 가교의 폴리에틸렌(PE-X) 관및
이음관-기대강도에대한 시간 및 온도의 영향

KS M 1423 2004. 9. 4 하이드로 솔파이프계발염제 표백제

KS M ISO 10147 2004. 9.10 가교의 폴리에틸렌(PE-X) 관및

이음관-겔함량에따른 가교도 평가
KS M 1720 2004. 9. 4 유겔화제
KS M ISO 3458 2004. 9.10 폴리에틸렌(PE) 압력관과이음과의
KS M 1803 2004. 9. 4 염화칼슘 시험방법

조립연결부-내압하에서수밀성 시험

KS M 9717 2004. 9. 4 산업용 화학제품-환원및 적정법에 의한
황화합물의미량 측정방법

KS M ISO 3501 2004. 9.10 폴리에틸렌(PE) 압력관과이음관의
조립연결부-뽑힘저항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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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국제규격의 제·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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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EC국제규격(안)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23G

Amendment1 to IEC
60320-2-3 Ed.1.0

Appliance couplers for household and similar general purposes - Appliance
couplers with a degree of protection higher than IPX0

34B

IEC 60061-1 Am35 Ed. 3.0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Part 1: Lamp caps - Amendment 35

34B

IEC 60061-2 Am. 32 Ed. 3.0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Part 2: Lampholders - Amendment 32

34B

IEC 60061-3 Am. 34 Ed. 3.0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Part 3: Gauges - Amendment 34

34B

IEC 60061-4 Am. 9 Ed. 1.0

Lamp caps and holders together with gauges for the control of interchangeability
and safety Part 4: Guidelines and general information - Amendment 9

48B

IEC 61076-2-101 A1 Ed.
1:Amendment 1 to IEC
61076-2-101 Ed. 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2-101: Circular connectors - Detail
specification for circular connectors M8 with screw- or snap-locking, M12 with
screw-locking for low voltage application

64

IEC 60364-4-41, Ed. 5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 Part 4-41: Protection for safety -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3

ISO/IEC 8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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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D

IEC 61439-1, Ed.1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 - Part 1: General rules

IEC 61439-2, Ed.1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 - Part 2: Power switchgear and
controgear assemblies

22H

IEC 62310-2 Ed.1

STATIC TRANSFER SYSTEMS (STS) - Part 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requirements

35

IEC 60086-3, Ed.2

Primary batteries - Part 3: Watch batteries

45A

IEC 60880 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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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Plants - I&C systems important to safety - Sofware aspects for
computer based systems performing category A functions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46A

IEC 61196-1-115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15: Electriical test methods - Test for
regularity of impedance (pulse/step function return loss)

59

IEC 60704-3 Ed 2.0

Test code for the determination of airborne acoustical noise emitted by household
and similar appliances - Part 3: Procedure for determining and verifying declared
noise emission values

61C

IEC 60335-2-34-A1 E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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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PUB

Final Draft ISO/IEC FDIS
17040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requirements for peer assessment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and accreditation bodies

3C/1184/CDV

IEC 60417-5825 Pr

Wedge, in/out movement

3C/1185/CDV

IEC 60417-5828 Pr

Wedge, rotation

3C/1186/CDV

IEC 60417-5826 Pr

Contour wedge, in/out movement

3C/1187/CDV

IEC 60417-5827 Pr

Central wedge, in/out movement

3C/1188/CDV

IEC 60417-5829 Pr

Central wedge, rotation

3C/1189/CDV

IEC 60417-5818 Pr

Beam limiting device, general preset

3C/1190/CDV

IEC 60417-5820 Pr

Beam limiting device, small field preset

3C/1191/CDV

IEC 60417-5819 Pr

Beam limiting device, esophagus preset

3C/1192/CDV

IEC 60417-5821 Pr

Selection of other bi-plane channel

3C/1193/CDV

IEC 60417-5817 Pr

Exposure with contrast injection

14/491/FDIS

IEC 62032 Ed. 1

Guide for the Application, Specification, and Testing of Phase-Shifting Transformers
(IEEE Std C57.135-2001)

48B/1474/CDV

IEC 60352-2 Ed. 2

SOLDERLESS CONNECTIONS - Part 2: Solderless crimped connections General requirements, test methods and practical guidance

55/918/CDV

Amendment 2 to IEC
60317-0-1 Ed. 2

Specifications for particular types of winding wires - Part 0-1: General requirements Enamelled round copper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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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55/918/CDV

Amendment 1 to IEC
60317-11, Ed. 3

Specifications for particular types of winding wires - Part 0-1: General requirements Enamelled round copper wire

55/919/CDV

Amendment 1 to IEC
60317-11, Ed. 3

Specifications for particular types of winding wire - Part 11: Bunched solderable
polyurethane enamelled round copper wires, class 130, with silk covering

55/920/CDV

Amendment 2 to IEC
60317-12, Ed. 2

Specifications for particular types of winding wire - Part 12: Polyvinyl acetal

65B/543/FDIS

IEC 60534-1

Industrial-process control valves - Part 1: Control valve terminology and general
considerations

100/847A/FDIS

IEC 60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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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8/CDV

ISO/IEC 81714-2

Design of graphical symbols for use in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Part 2:
Specification for graphical symbols in a computer sensible form including graphical
symbols for a reference library, and requirements for their interchange

3C/1198/FDIS

IEC 60417-5957

For indoor use only

3C/1199/FDIS

IEC 60417-5927

Fast shutter speed mode; sports mode

3C/1200/CDV

IEC 60417-5832

X-ray source and image intensifier, combined movement

3C/1201/CDV

IEC 60417-5831

X-ray source and image intensifier, combined rotation

3C/1202/CDV

IEC 60417-5958

Radiodiagnostic C-arm, angulation

3C/1203/CDV

IEC 60417-5959

X-ray source to image intensifier distance, increase

3C/1204/CDV

IEC 60417-5960

X-ray source to Image intensifier distance, decrease

3C/1205/CDV

EC 60417-5961

X-ray source to image intensifier, centering

3C/1206/CDV

IEC 60417-5962

Image intensifier, rotation around a horizontal axis

3C/1207/CDV

IEC 60417-5963

X-ray source, lateral movement

3C/1208/CDV

IEC 60417-5964

X-ray source, longitudinal movement

3C/1209/CDV

IEC 60417-5965

X-ray source, vertical movement

3C/1210/CDV

IEC 60417-5830

X-ray source, rotation around a horizontal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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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melled round copper wire, class 120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3C/1211/CDV

IEC 60417-5833

X-ray source, rotation around its beam axis

3C/1212/CDV

IEC 60417-5822

Manual movement

3C/1213/CDV

IEC 60417-5811

Patient position, supine

3C/1214/CDV

IEC 60417-5812

Patient position, prone

3C/1215/CDV

IEC 60417-5813

Patient position, right side

3C/1216/CDV

IEC 60417-5814

Patient position, left side

3C/1217/CDV

IEC 60417-5810

Patient position, head/foot reversed

3C/1218/CDV

IEC 60417-5966

Patient support, patient transfer position

3C/1219/CDV

IEC 60417-5823

Define start position of patient support movement

3C/1220/CDV

IEC 60417-5824

Move patient support to start position

3C/1221/CDV

IEC 60417-5967

Gantry, tilt

32B/456/FDIS

Amendment 1 to IEC
60269-1, Ed. 3

46A/676/CDV

IEC 61196-1-122

Coaxial communication cables - Part 1-122: Test for cross-talk between coaxial
cables

48B/1477/CDV

IEC 60512-9-3 Ed.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9-3: Test 9c: Mechanical operation with electrical load

48B/1478/CDV

IEC 61076-3-112 Ed.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Part 3-112: Rectangular
connectors - Detail specification: Rectangular connectors with four contacts for high
performance serial bus used for consumer audio/video equipments

48B/1479/FDIS

IEC 60512-25-7 Ed.1

CONNEC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TESTS AND
MEASUREMENTS - Part 25-7: Test 25g - Impedance, reflection coefficient, and
voltage standing wave ratio (VSWR)

49/696/FDIS

IEC 60758 Ed.3

61C/290/FDIS

IEC 60335-2-89-A1 Ed 1.0

Low-voltage fus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Synthetic quartz crystal - Specifications and guide to the use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Part 2-89: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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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requirements for commercial refrigerating appliances with an incorporated or
remote refrigerant condensing unit or compressor
61C/291/FDIS

IEC 60335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2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refrigerating appliances, ice-cream appliances and ice-makers

61F/582/FDIS

IEC 60745-2-19 Ed 1.0

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 Safety - Part 2-19: Particular requirements
for jointers

62C/378/FDIS

61675-2 Am. 1 Ed. 1.0

Radionuclide imaging devices - Characteristics and test conditions - Part 2: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s

77A/473/CDV

Amendment to IEC 61000-3-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3-2: Limits - Limits for harmonic current
emissions (equipment input current = 16 A per phase)

77A/474/CDV

Amendment to IEC 61000-3-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 Part 3-2: Limits - Limits for harmonic current
emissions (equipment input current = 16 A per phase)

77A/477/DTR

Electromagnetic compability (EMC) - Part 1-4: General - Historical Rationale for the
limitation of power-frequency conducted harmonic current emissions from
equipment, in the frequency range up to 2 kHz.

82/367/FDIS

IEC 61727 Ed.2

86/230/FDIS

IEC 61746 Ed 2.0

89/676/FDIS

IEC 60695-11-5 Ed.1

Fire hazard testing - Part 11-5: Test flames - Needle-flame test method - Apparatus,
confirmatory test arrangement and guidance

91/493/FDIS

IEC 61249-2-1, Ed.1

Materials for printed boards and other interconnecting structures - Part 2-1:
Reinforced base materials, clad and unclad - Phenolic cellulose paper reinforced
laminated sheets, economic grade, copper clad

91/494/FDIS

IEC 61249-2-22, Ed.1

Materials for printed boards and other interconnecting structures - Part 2-22:
Reinforced base materials clad and unclad - Modified non-halogenated epoxide
woven E-glass laminated sheets of defined flammability (vertical burning test),
copper-clad

91/495/FDIS

IEC 61249-2-23, Ed.1

Materials for printed boards and other interconnecting structures - Part 2-23:
Reinforced base materials, clad and unclad - Non-halogenated phenolic, cellulose
paper reinforced laminated sheets, economic grade, copper c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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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voltaic (PV) systems - Characteristics of the utility interface
Calibration of optical time-domain reflectometers (OTDR)

TC/SC

규격번호

규

격

명

칭

91/496/FDIS

IEC 61249-2-26, Ed.1

Materials for printed boards and other interconnecting structures - Part 2-26:
Reinforced base materials clad and unclad - Non-halogenated epoxide nonwoven/woven E-glass reinforced laminated sheets of defined flammability (vertical
burning test), copper-clad

100/853/CDV

IEC 62261-1

Television METADATA - Part 1: METADATA DICTIONARY STRUCTURE (TA6)

100/854/CDV

IEC 62261-2

Television METADATA - Part 2: Data encoding protocol using key-length-value
(TA6)

100/855/DTR

IEC 60268-20

Sound system equipment - Part 20: Listening tests on loudspeakers - Single
stimulus ratings and paired comparisons (TC 100)

CIS/I/126/FDIS

Amendment 2 to CISPR
20 Ed.5

Sound and television broadcast receivers and associated equipment - Immunity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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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통보
번호

통보국가

70

미국

40

칠레

19

홍콩

154

태국

건자재

155

태국

156

태국

분류

해당품목

섬유/화학/ 살충 화학물질
환경
(Pesticide
chemicals)(HS
3808장)(ICS
65.100)

통보일

통보문

시행일

주 요 내 용

2004-08-02

몇몇 패턴을 위해 살충 상품의 비
활성 혹은 활성 물질로 사용될 때
땅콩, 나무 열매, 우유, 콩, 달걀, 생
선, 갑각류 그리고/또는 밀 잔류물
에 대한 최대 허용량 요구조건의
면제사항을 규정.

장난감 및 아동
관련 상품

2004-08-03

칠레에서 생산되고, 수입되고, 유통
되고,판매되는 장난감 및 아동 관련
상품에는 규정에서 확인된 용매제
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전기/전자 원격통신 터미
널 장비(HK
HS code 8517
1100)

2004-08-03

고정 라인을 이용한 단문 문자 서
비스(FLSMS)를 지원하기 위해 홍
콩의 공공 전환 전화 네트워크
(PSTNs)의 직접교환라인(DELs)과
연결된 고객 소유 장비(CPE)에 대
한 기술 요구 조건.

시멘트, 석고,
석회, 모르타르
(HS 2523장,
ICS:91.100.10)

2004-08-03

태국공업표준협회 (TISI)는 TIS
15:Part 1-2532(1989)를 강제규정으
로서 시행할 것을 제안해왔음. 이
표준은 포틀랜드 시멘트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함. 화학적 특징(즉, 알
루미늄 산화물, 점화시 손실, 불용성
잔류물)과 물리적 특징(즉, 모르타
르의 공기 내용물, 미세함, 고정 시
간 등)으로 명시됨.포장, 마크 표시,
라벨링, 샘플링, 적합성 평가 및 테
스팅을 포함하고 있음.

기타

윤활유, 공업용
오일 및 관련
상품(HS 2710
장, ICS:75.100)

2004-08-03

2004-0504

이 통보는 B.E.2544(2001) 4월 5일
자 엔진 오일의 특징과 품질에 대
한 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의 통보를 대체하는 것
으로, 엔진 오일의 특징과 품질을
규정하고 있음. 이 통보의 시행이전
에 발행된 허가서는 2004년 12월 31
일까지 유효함.

기타

가소홀 오일
(HS 2710장,

2004-08-03

2004-0701

이 통보는 B.E.2547(2004) 1월 13일
자 가소홀 오일의 특징과 품질에

기타

108·기술표준｜04년10월호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ICS:75.160.01)

에어컨(single
phase):(HS
8415)

주 요 내 용
대 한 Department of Energy
Busines의
s 통보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소홀 오일의 특징과 품질을 규정
하고 있음. 이 통보는, 이 통보의 시
행이전에 발행된 허가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20

뉴질랜드 수송/기계

2004-08-05

2004-1001

Single phase 에어컨을 위한 최소에
너지효율표준(MEPS)이 2004년 10
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발효될 예
정임. 그 날 혹은 그 이후 뉴질랜
드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single phase 에어컨
은 이 표준규정의 적용범위내에서
관련 표준규정에 명시된 MEPS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함.

21

뉴질랜드 전기/전자 배전변압기:(HS
2004-08-05
8504.21.00.10J;850
4.22.00.10C;8504.3
2;8504.32.01.10C;
8504.33.00.10F.)

2004-1001

배전 변압기를 위한 최소에너지효
율표준(MEPS)이 2004년 10월 1일
부터 뉴질랜드에서 발효될 예정임.
그 날 혹은 그 이후 뉴질랜드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뉴질랜드로 수입
되는 모든 배전 변압기는 이 표준
규정의 적용범위내에서 관련 표준
규정에 명시된 MEPS의 요구조건
을 충족시켜야만 함.

22

뉴질랜드 수송/기계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기(HS
8418)

2004-08-05

2005-0101

뉴질랜드에서 가정용 냉장고 및 냉
동기를 위한 최소에너지효율표준
(MEPS)의 엄격성을 높일 것임.

23

뉴질랜드 수송/기계

냉동 디스플레
이 캐비넷(HS
8418.50.00)

2004-08-05

2004-1001

냉동 디스플레이 캐비넷을 위한 최
소에너지효율표준(MEPS)이 2004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발효될
예정임. 그 날 혹은 그 이후 뉴질랜
드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냉동 디스플레이 캐
비넷은 이 표준규정의 적용범위내에
서 관련 표준규정에 명시된 MEPS
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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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71

미국

69

EC

기타

70

EC

71

EC

분류

해당품목

식품/의약품 인체 의약품
(HS 3003장)
(ICS 11.1.20)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2004-08-05

식품의약청(FDA)은 라벨링의 경우
다른 장소에“정맥두염”그리고“정
맥두염과 관련된”이라는 용어의 사
용을 금지하고,“정맥두염과 관련
된 코 충혈의 일시적인 완화를 위
하여”라는 문구를 제거하기 위해,
의사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OTC) 코 충혈 의약품(감기,건초열
또는 기타 상위의 호흡기 알레르기
로 인한 코 충혈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에 대한 최종 논
문을 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Cresylic acid,
dichlorophen,
imazamethabenz
, kasugamicin,
polyoxin(농약
활성물질)

2004-08-09

Cresylic acid, dichlorophen,
imazamethabenz, kasugamicin,
polyoxin는 positive Community 목록
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원국들은 위
물질이 포함된 식물 보호 상품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함.

기타

힙,무릎,어깨 조
인트 대용품

2004-08-09

2004-1100

의 료 장 비 에 대 한 Directive
93/42/EEC 하에서 Ⅱb 등급에서 Ⅲ
등급까지 힙,무릎,어깨 조인트 대용
품 을 재 분 류 하 는 European
Commission의 Directive

기타

아직 목록화되
지 않은 씨앗들

2004-08-09

2004-1000

회원국이 농산물 씨앗의 생산자가
씨앗 시장에서 활동하도록 승인하
는 이행 규칙 명시

전기/전자 전기 케이블, 와
이어 및 절연
컨덕터ICS:29.060HS:8544.1160;8544.20-60

2004-08-09

미국표준 또는 국제표준 IEC 60227
part 7에 적합하다고 승인된 상품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상품
이 유럽표준과 부합한다는 자격과
마크 부여.

2004-08-09

유럽표준 EN 175를 약간 수정해서
채택하는 이 규격은 노동자의 안전
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규격으로
채택될 것임.

58
이스라엘

59

이스라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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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ICS:13.340.20HS:9004.90.00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젖소 우유ICS:67.100.01HS:0401

2004-08-09

박테리아 수, 산성도, 체세포 수와
관련된 요구 조건 검토.

금상품

2004-08-09

EFTA Hallmarking Convention에따
르는 국가에서 생산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마크를 허가함.

60

이스라엘 식품/의약품

61

이스라엘

57

콜롬비아 식품/의약품 파넬라(사탕무
로 만든 중남미
산 조당)-정제
되지 않은 갈색
식물 설탕

2004-08-11

목적;적용범위:정의;파넬라 설탕의
일반현황;Physico-chemical 요구조
건;금지사항;정제되지않은 당밀에
서의 파넬라 설탕제조;설탕 제조공
장의 위생상태와 정제되지않은 당
밀의 저장 시설;포장, 라벨링,저장,
유통,수송,마케팅;파넬라설탕의 수
출, 위생등록 및 감독;검역,모니터
링,통제,안전도 측정,처벌;적합성 평
가 및 인증;통보 및 유효성 기간

1

자메이카 수송/기계

2004-08-11

(1)JS ISO 3779;1983 차량확인번호
(VIN),VIN의 특징 및 표시 내용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음.(2)JS JIS D
4901-1982 VIN의 마크위치와 마크
방법, 차량확인번호(VIN)의 내용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음.

2

자메이카 식품/의약품 코코넛 음료

2004-08-11

포장된 자연산 코코넛 음료의 위생
준비에 대한 규정으로, 코코넛 음료
를“희석하지 않고, 자연산이고, 가
공되지 않은 코코넛의 맑은 액체
배유”
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 상품
에는 고체 배유, 음료, 방부제, 색소,
감미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음.

2004-08-11

(1) 유기물 가축 상품을 위한 일본
농업표준(JAS)이 만들어질 예정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a) 가축
에 유기 농산물 사료나 유기 가공
사료를 먹이기 위함(이런 사료를
위한 JAS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임).(b) 가축의 생리학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요구를 존중하면서

127

일본

기타

식품/의약품 유기물 가축 상
품과 유기물 가
공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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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가축을 관리하기 위함(c) 가축들을
위한 약 사용을 규제하기 위함(2)
유기 농산품 가공 식품을 위한 JAS
는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물 가축
상품을 포함하여 유기물 가공 식품
을 위한 JAS를 개정할 예정임.(3)
유기물 가축 상품에는 JAS 규정의
시행 법령에 명시된 농산품 및 임
산품 목록이 추가될 예정임. 그러므
로, JAS 인증을 받은 유기물 가축
상품은“유기물”혹은 유사 용어로
라벨링되도록 허가될 예정임.

41

”HS 0301”
에는 원산지 마크를 필요
로 하는 상품을 위해 HS 코드 목
록이 포함될 예정임.

76

한국

식품/의약품 HS 0301(날생
선)

2004-08-11

72

미국

섬유/화학/ 살충제(HS 3808
환경
장)(ICS 65.100)

2004-08-11

환경보호청(EPA)은 herbicides제
(초
제의 일종) bromoxynil, diclofopmethyl, paraquat(제초제)에 대한 몇
몇 최대 허용량의 폐지를 제안함.
또한 EPA는 herbicides bromoxynil,
paraquat, picloram에 대한 새로운 최
대 허용량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음.

73

미국

식품/의약품 미용 및 인체식
품(ICS번호가
추가적으로 제
공될 수 있
다):(HS 33장과
2106)(ICS
67.020과 71.100)

2004-08-13

식품의약청(FDA)은 식이성 보충식
품, 미용식품을 포함하여 인체 식품
에 서 광우병(BSE)의 잠재적인 위
험을 검토하고, 몇가지 소 내용물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최
종 규정을 발행하고 있음. 금지된
소 내용물에는 명시된 위험 물질,
모든 소의 소장, 걸을 수 없는 장애
를 가진 소의 내용물, 인간 소비를
위해 검역받지 않고 통과되어 기계
로 자른 소의 내용물이 포함됨.

스위스

수송/기계 세로 좌석과 교
차 좌석이 설치
된 모든 모터
차량 뿐만 아니
라 특히 아이들

2004-08-17

2006-01-01 특히 아이들을 위한 좌석이 설치된
모든 모터 차량 등급 M과 N의 추
가적인 안전 요구 조건 도입(즉,스
쿨버스), 세로 좌석 및 교차 좌석이
설치된 모든 모터 차량 등급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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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을 위한 좌석이
설치된 모든 모
터차량(차량등
급 M과 N)

시행일

주 요 내 용
N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 요구 조건
의 도입,세로 좌석 및 교차 좌석이
설치된 모터 차량 뿐만 아니라 아
이들을 위한 모든 좌석에 필수적인
two point 복부 안전벨트, 신규 모터
차량에는 2006년1월 1일부터 설치되
어야 하며, 이날 전부터 이미 사용
해온 모터 차량은 2010년 1월 1일까
지 위에서 말한 안전벨트를 설치해
야 함.

58

콜롬비아

기타

타이어

2004-08-17

목적;적용범위;정의;타이어의 일반
및 특정 요구조건;라벨링;관세
subheading적
; 합성 평가 절차;적합
성 인증;모니터링;처벌 시스템;통
보 및 유효성 기간

13

코스타리카

기타

HS 관세 1516.20

2004-08-23

이 기술 규정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되고 식용 가능한, Section 3.1에
명시된 식물성 지방에 대한 특징과
품질 설명서에 관한 것임. 부분적으
로 또는 완전히 수소와 화합되거나,
비활성 기체의 결합과 통제된 정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방, 기
름, 그리고 그것의 혼합물에 적용됨.

157

태국

수송/기계

의료 장비
(HS:9018,
ICS:11.040)

2004-08-23

의료장비 법령 B.E.2531(1988의
) 개
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
음;- 의료장비 법령 B.E.2531(1988)
철회- 의료 장비에 대한 상품 의무
규정 포함- 광고 조건 포함- 허가
및 등록을 위한 조건 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개정

74

미국

기타

라이터와 라이
터 리필제품
(HS 96장)(ICS
97.180)

2004-08-23

Research and Special Programs
Administration(RSPA는
) 라이터와
라이터 리필제품의 검사, 시험, 인증
및 운송에 관한 위험물질규정의 요
구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함으
로써 규정의 요구조건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상업적으로 라이터와 라
이터 리필제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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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통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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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태롭게 하지 않고 규정의 부담을
줄일 것임.

5

이탈리아 섬유/화학/ 민간 용도의 폭
환경
발성 탄약;불꽃
놀이(단지 EC
지령과 결정이
예상될때만)

2004-08-24

2004-0830

민간 용도의 폭약, 탄약,그리고 단지
EC 지령과 EC결정이 예상되는 불
꽃놀이 용품의 제작, 판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20

홍콩

전기/전자

컴퓨터(HS
codes 8471 3010,
8471 5000)

2004-08-26

2004-1231

홍콩은 컴퓨터에 대해 자발적 에너
지 효율성 라벨링 계획을 도입할
계획임. 참여 제조업체,대리인,소매
업체들은“컴퓨터에 대한 홍콩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계
획”보고서에 따라 등록된 장비가
에너지 효율성과 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
장비의 명시된 포맷에 에너지 라벨
을 부착할 예정임.

21

홍콩

전기/전자

전자 Ballasts
(HKHS Code
8504 1000)

2004-08-26

2004-1231

홍콩은 전자 Ballast에 대해 자발적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계획을 도입
할 계획임. 참여 제조업체,대리인,소
매업체들은“전자 Ballast에 대한 홍
콩의 자발적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계획”보고서에 따라 등록된 장비
가 에너지 효율성과 성능 요구 조
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
해 그 장비의 명시된 포맷에 에너
지 라벨을 부착할 예정임.

22

홍콩

수송/기계 가정용 순간 가
스 온수기(HS
codes 8419
1110,8419
1121,8419
1122,8419 1123)

2004-08-26

2004-1231

홍콩은 가정용 순간 가스 온수기에
대해 자발적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계획을 도입할 계획임. 참여 제조업
체,대리인,소매업체들은“가정용 순
간 가스 온수기에 대한 홍콩의 자
발적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계획”
보고서에 따라 등록된 장비가 에너
지 효율성과 성능 요구 조건을 충
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
장비의 명시된 포맷에 에너지 라벨
을 부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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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14

과테말라

기타

국제표준분류

2004-09-01

2005-0224

목적, 논의해야 할 COGUANOR 표
준 규정, 정의, 분류 및 명칭, 스펙,
샘플링, 테스팅 및 분석 방법, 포장
및 라벨링, 저장 및 수송, 부합 및
규정 첨가.

신형 자동차

2004-09-01

총차량무게가 3,857kg을 초과하지
않는 신형 자동차의 배기관으로부
터 비메탄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산
화질소 및 먼지 배출, 그리고 그런
차량의 연료 시스템으로부터 증발
된 탄화수소의 배출 뿐만 아니라
휘발유, LPG 가스, 천연 가스, 디젤
연료의 사용에 대해 허용된 제한
기준 규정.
라벨에 붙여진 요구조건을 포함하
여 강철 바 및 봉의 도량형상의 기
술적 요구 조건에 관한 기술적 규
제안.

100

멕시코 수송/기계

158

브라질

철 또는 비합금
강철로 만들어
진 울퉁불퉁하
게 손상된 코일
이 감긴 금속 봉

2004-09-02

42

스위스 식품/의약품 GMO로 만들어
진 사료

2004-09-02

159

브라질

2004-09-03

기타

식품/의약품 알코올 첨가주
를 포함하여 햇
포도로 만들어
진 포도주(HS
2204), 베르무트
(약초, 향미를

2005-0101

비인간 유전자 기술 관련 연방정부
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
정. 제안된 수정사항은;사료의 이용
을 위해 GMO를 취급하는 사람은
수령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증거 자
료를 제공해야 함;그 자료는 상품
이 추적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함.
사료의 이용을 위해 GMO를 취급
하는 사람은 non-GMO와 GMO와
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GMO로 만들어
진 사료라는 라벨을 붙여 소비자에
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야 함.
라벨에 붙여진 요구조건을 포함하
여, 포도와 포도주로 만들어진 상품
과 포도주를 위한 최소 품질 요구
조건에 관한 기술 규제안.

이달의규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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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첨가한 백포도
주)
160

브라질 식품/의약품

알코올 힘이
80%이하인 비변
성 에틸 알코올

2004-09-03

라벨에 붙여진 요구조건을 포함하여,
증류한 음료를 위한 최소한의 품질
요구조건에 대한 기술적 규제안.

161

브라질 식품/의약품 식물성 밀랍,
caunauba(밀랍
및 가루)

2004-09-03

라벨에 붙여진 요구조건을 포함하
여,carnauba(밀랍 및 가루)의 동일
성 확인 및 품질 스펙에 대한 강제
기술 규정에 관한 기술적 규제안.

2004-09-03

세인트 루시아에서 생산되어 카리브
해 지역과 해외 시장으로 판매되는
럼 술을 위한 샘플링 및 분석 방법,
일반 요구조건, 포장, 라벨링 규정
임.승인된 품질 보증 시스템하에서
제조된 이 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
하는 럼 술은 세인트 루시아 표준국
의 세인트 루시아 표준 마크를 사용
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음.

27

세인트루시아식품/의약품

28

세인트루시아 전기/전자 크리스마스 트
리 조명 및 기타
장식조명용품

2004-09-03

이 규정은 보험업자 연구소, UL 588
- 크리스마스 트리 및 장식조명 용
품의 내용과 일치하며, 1994 세인트
루이스 전기공급법령, 특히 11조 1
항에 따라 사용되는 크리스마스 트
리 및 장식조명용품에 관한 규정임.

29

세인트루시아식품/의약품

탄산 음료

2004-09-03

탄산 음료에 대한 시험 요구조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30

세인트루시아

타이어

2004-09-03

다양한 용도의 탑승 차량, 버스, 트
럭, 오토바이, 트레일러의 고속도로
상에서의 이용을 위해 설계된 공기
타이어에 대한 물리적 면적, 성능,
라벨링을 위한 요구 조건 명시.

31

세인트루시아식품/의약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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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술

양조 상품

2004-09-03

세이트루시아에서 판매되는 양조
상품의 요구조건을 규정. 이 표준규
정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승인된
품질 보증 시스템하에서 제조된 양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조 상품은 세인트루시아 표준국이
관리하는 세인트루시아 표준 마크
를 이용할 수 있음.

75

미국

수송/기계 비행안내시스템

2004-09-03

연방항공청(FAA)은 비행안내시스
템과 관련하여 수송용 비행기에 대
한 내공성(airworthiness) 표준의 수
정을 제안함. 제안된 표준은 이 시
스템의 성능, 안전성, 고장 보호, 경
고 및 기본적인 통고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비행안내시스템의 취
약성을 검토하고 이 시스템의 기능
을 위해 규정을 통합하고 표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최신 기
술 및 기능에 대한 현행 규정을 업
데이트하고 있음. 이 제안을 채택함
으로써 미국과 유럽 Joint Aviation
Authorities 간 내공성 표준의 상당한
규정 차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임.

76

미국

섬유/화학/ 메틸 브롬화물
환경

2004-09-03

환경보호청(EPA)은 개정된 Clean
Air Act(CAA), Subchapter 6의 근
거하에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
의 제조, 수입, 수출, 변형, 파괴를
관리하는 단계적 폐지 규정을 수정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제안된 수
정사항은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
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Subchapter 6과 CAA하에 허가된
면제사항에 대한 구조를 제공하고,
제안된 중요한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효한 재고, 신규 제조 및 소
비에서부터 2005년까지 공급될 수
있는 메틸 브롬화물의 양을 규정하
고 있음.

59

중국

기타

에너지 소비 상
품

2004-09-07

2005-0301

이 규정은 정의, 행정 기관들, 실행
모델, 서류정리 절차, 이용, 감독 그
리고 에너지 효율 라벨에 대한 벌
칙을 명기하고 있음. 이 규정은 중
국 지역에서 팔리고 있는 국내에서
제작되고, 수입된 에너지 소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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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에도 적용될 수 있음.

16

TPKM

43

덴마크 수송/기계

23

홍콩

기타

기타

발연성 essential
오일 상품

2004-09-07

알코올 혹은 이소프로필(isopropyl)
알코올의 유기 용매를 함유하고 있
는 발연성 essencial 오일 상품에 대
한 안전 요구조건.

어선

2004-09-08

홍콩에서 판매
되는 신규 보호
헬멧, 홍콩에서
판매되는 자동
차에 적합한 좌
석안전벨트

2004-09-08

1984년 이후 법제화된 도로 교통(안
전 장비) 규정(Cap 374 sub leg.F)
에 명시된 보호 헬맷과 좌석 벨트
의 요구조건은 국제적으로 인지되
고 세계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보급중인 표준이었음. 홍
콩은 이 규정에 포함된 표준을 업
데이트할 예정에 있으며, 제조업체,
대리인, 수입업체들은 2005년 초부
터 최신 표준에 부합화해야 함. 보
호 헬맷과 좌석 벨트의 최신 요구
조건에는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세
계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
되어 보급되고 있는 표준을 포함하
고 있음.

음료수

2004-09-08

소개, 목적, 사용범위, 기술적 정의,
요구조건, 샘플링 및 시험 방법, 인
간 소비를 위한 물의 감독 및 검사.

2004-1201

9장 업데이트, 무선통신, 10장, 항해
안전성, 24장,어선의 오물에 의한 오
염방지와 25장, 어선의 쓰레기에 의
한 오염 방지.

45

엘살바도르 식품/의약품

46

엘살바도르

인간 소비를 위
한 소금

2004-09-08

목적, 사용범위, 기술적 정의, 소금
의 종류, 특징 및 스펙, 포장 재료
및 포장, 샘플링 및 시험 방법, 다른
표준과의 적합성, 엘살바도르에서
판매되는 소금의 감독 및 검사.

47

엘살바도르 식품/의약품 자연산 꿀이 함
유된 식품

2004-09-08

목적, 사용범위, 정의, 기호 및 약자,
분류 및 설명, 구성 및 요구조건, 샘
플링, 분석 방법, 라벨링, 참고되는
표준,부가물, 엘살바도르에서 판매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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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는 자연산 꿀이 함유된 식품의 품
질 및 안전도 감독 및 검사.

48

엘살바도르

49

59

77

62

2004-09-08

목적, 사용범위, 정의, 기호 및 약자,
분류 및 설명, 구성 및 요구조건, 첨
가제, 위생, 초생물학적 기준, 거시
적인 기준, 잔류물, 포장재료, 포장,
샘플링, 분석 방법, 라벨링, 참고되
는 표준, 인간 소비를 위한 벌 꽃가
루 검사.

엘살바도르 식품/의약품 숙성되지 않은
치즈

2004-09-08

희고 연한 치즈와 크림이 든 희고
연한 치즈의 사용 목적, 사용범위,
분류, 기술적 정의, 원료, 허가된 첨
가제,물리화학적 및 초생물학적 특
성 및 스펙, 샘플링 및 분석, 상품명
칭, 원산지, 지방 함유량 신고,포장
재료, 포장 및 라벨링, 다른 표준과
의 적합성, 감독 및 검사.

콜롬비아 식품/의약품 농산물 식품,
agri-food, agroindustrial 상품

2004-09-14

목적, 사용범위, 정의, 일반적인 요
구조건, 기술 규정과 위생 및 식물
위생 측정 내용 등 포함.

수송/기계 도로 및 비도로
용 엔진

2004-09-15

엔진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다양한
EPA 프로그램의 시험 절차를 개정
하고 일치하기 위함.장비 및 시험
연료에 대한 실험실 특징, 엔진 및
주행 시험 준비를 위한 지침, 측정
값에서 최종배출정도를 결정하는
계산,실험실 외부에서 휴대용 측정
장치를 이용한 배출가스 시험수행
지침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을 제안.

이스라엘 식품/의약품 음료수 공급 시
스템

2004-09-15

약간의 수정과 변경을 제외하면 호
주 표준 AS/NZS402과
0 동일하며 공
인된 강제규정이 될것임. 물 공급하
는 제품의 적합성 요구조건과 음료
수 품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 포함.

미국

기타

벌의 꽃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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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63

이스라엘

기타

64

이스라엘 전기/전자 전기 부속품

2004-09-15

약간의 수정과 변경을 제외하면 국
제표준 IEC61242와 동일하며 강제
규정으로 공인될 것임.

65

이스라엘 전기/전자

오버헤드 전기
컨덕터

2004-09-15

프랑스 표준 NF C33.209를 근거로
하여 강제규정으로 공인될 것임.

66

이스라엘 전기/전자 가전제품의 전
기 드라이브

2004-09-15

국제 표준 IEC60335-2-10과
3 동일하
며 강제규정으로 공인될 것임.

67

이스라엘 전기/전자 플러그 및 소켓
콘센트

2004-09-15

국제 표준 IEC60884-2-와
5 동일하며
강제규정으로 공인될 것임.

68

이스라엘

기타

연마제

2004-09-15

약간의 수정과 변경을 제외하면 유
럽 표준 EN12413과 동일하며 강제
규정으로 공인될 것임.

44

덴마크

건자재

건물 및 건설관
련 제품

2004-09-15

78

미국

수송/기계 자동차 안전 표
준: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
템;컨트롤 및
표시

2004-09-20

타이어에 바람이 매우 없을때를 감
지할 수 있는 타이어압력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신규 연방자동차안
전표준의 제정을 제안.

79

미국

2004-09-20

원자력 장비 및 방사능 물질의 수
출입에 관련된 규정의 수정 제안.

기타

120·기술표준｜04년10월호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ICS:13.060.20;71. 2004-09-15
100.80
HS:2806.10.00;28
01.10.00;2828.90.0
0;2826;2814.20.00
;2815;2828.10.00

원자력 장비 및
방사능 물질

주 요 내 용
약간의 수정과 변경을 제외하면 유
럽 규격과 동일하며,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강제규정이
될 것임. 인간 소비를 위한 물 처리
의 적합성 요구조건과 시험 방법뿐
만 아니라, 화학약품의 특징 및 성
질과 특정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

2005-0101

예상되는 에너지 소비를 위한 구조
를 기본으로 건설할 수 있는 구조
물 소개. 난방, 가능한 냉방, 온수,
보일러와 온수 시스템의 에너지 손
실, 펌프, 환기장치 및 조명장치의
전기 소비 포함.

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64

네덜란드

기타

동물 사료

2004-09-20

2005-0101

자발적인 GMP규정을 채택한 기관
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 기관이
그 허가를 박탈당한 후 3개월 내에
새로 허가된 인증기관에 가입해야
함을 제안.

158

태국

기타

원격통신. 오디
오 및 비디오
엔지니어링

2004-09-21

2004-0325

몇몇 무선통신 장비와 기지국은 허
가권 부여대상에서 제외됨.

159

태국

기타

원격통신. 오디
오 및 비디오
엔지니어링

2004-09-21

(1)기상지원서비스, 기상위성서비스,
지구탐사위성서비스,표준 주파수 및
시간표시 서비스, 표준 주파수 및
시간표시 위성서비스, 우주탐사서비
스, 라디오항해서비스와 safety 서비
스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수신기는
제조, 소유, 수입, 수출 및 무역 허
가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2)(1)
에서 언급한 무선통신 수신기를 사
용하는 무선통신 기지국은 기지국
의 설치에 대한 허가권 부여대상에
서 제외됨.

80

미국

기타

에어백 스위치

2004-09-22

장애인들 개개인에게 적합하도록 차
량를 개조하기 위해, 명시된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연방자동차안전표
준에 준한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 장
비 제거 금지 혹은 그들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끼쳐 장비를 교체하고
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의
예외를 증가시키기 위해 제안함.

81

미국

기타

의인화된 시험
장비

2004-09-22

충돌시험을 위한 새로운 중형 성인
남자 마네킹에 대한 특징 및 자격
요구조건을 제안함.

69

이스라엘

기타

LPG 실린더

2004-09-22

저장 및 수송, LPG 소비자 공급용
인 1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리필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의 수정을 제
안하고 있으며 표시에 대한 시각적
인 시험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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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번호

통보국가

분류

해당품목

통보일

70

이스라엘

기타

요리 및 굽기용
가스 가전도구

2004-09-22

부식, 두드림, 안전 장치 및 가스 콘
딧에 대한 부가적인 안전 요구조건
제안.

71

이스라엘

기타

밸브

2004-09-22

개폐 상태와 커넥터에 대한 부가적
인 안전 요구조건 제안.

65

네덜란드

기타

시가와 손으로
만(hand-rolling)
담배의 타르, 니
코틴 및 일산화
탄소 함유량 시
험 방법

2004-09-23

2005-0101

이 용도을 위해 사용되는 시가 종
이와 관련하여 hand-rolling 담배의
타르 및 니코틴 함유량의 시험방법
수정을 제안.

46

덴마크

기타

선박의항해조명

2004-09-24

2005-0101

바다에서의 부식방지에 대한 국제
규정의 부속서 1을 보충하는 항해
조명 설치 및 승인 규정임.

45

덴마크

기타

오락용으로 임
대가능한 팽창
성 고무보트

2004-09-27

2005-0101

오락용으로 임대가능한 특별한 팽
창성 고무보트의 설치,장비 및 승인
규정임.

43

스위스 식품/의약품

Spirit drinks

2004-09-27

2005-0201

Absinth 금지 폐지,Absinth에 대한
신규 정의, Absinth의 최소알코올함
유조건, Absinth에 대한 라벨링 규
정의 수정을 제안함.

6

이탈리아

기타

보석용 원석

2004-09-28

2

노르웨이

기타

온도 가열기

2004-09-29

122·기술표준｜04년10월호

시행일

주 요 내 용

보석용 원석의 정의, 보석용 원석
무역과 관련된 일반적 주문,무역업
체의 의무;보증 시스템;실험실 분
석;무역 관련 기관의 감시 업무.
2005-0101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온도 가열
기는 노르웨이 계량국에서 발행한
type approval과 최초 검증서를 가지
고 있어야 함. 그 두가지를 갖기 위
해 온도 가열기는 부속서 1, 2에 명
시된 최소 요구조건을 따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