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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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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교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초정밀 해양관측․조사장비 교정을 위한 최적의 환경 시설을 구축하였음 구축한  

교정실은 KOLAS 환경평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한 평가를 받음

○ 육상장비와 달리 해양관측장비의 측정범위는 협소하지만 정밀정확도는 육상장비의 

표준기급에 해당됨 해양의 기본 관측분야인 온도(수온), 전기전도도(염분), 압력(수

심, 조위․파고) 및 DO 분야 등의 교정 및 검정 기반장비를 구축하였음

○ 해양관측장비의 교정 및 점검을 위한 시설과 대형 해양관측장비 보수․수리 공간 

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장비 관리자별로 산재해서 관리되고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보관 및 관리하는 보관․관리 공간을 마련하여 부산 이전 전까지 시범 운영

○ 기준기는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과 통일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일치시키는 일련의 

소급성 유지 절차를 준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음 

○ 해양 분야의 국가표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표준 분야인 온도와 압

력을 해양의 수온과 수심(또는 조위․파고) 분야로 적용시켜서 기준기를 유지 관

리하고, 국가표준이 없는 전기전도도(염분)분야는 국제표준과 동급으로 운영 불확

도 모델식을 도입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측정불확도를 추정하여 교정․측정능력

을 향상시켰음

○구축된 기준기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JAMSTEC 및 SEABIRD 제조사와 동등수준 

또는 보다 더 우수하게 평가되었음

□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 인정 및 유지

○ KIOST의 품질 경영시스템은 조직 내에서 품질에 미치는 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행

정을 구성하거나 인용하고, 요구되는 경영시스템 규격인 KS Q ISO/IEC 17025를 적

용하도록 문서상으로 수립함. 압력 및 온도분야에 대한 KOLAS 인정 신청하였으며,

2013년 초에 국제공인 교정기관 인정 획득이 유력시 됨

○ 국제공인 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후 동 기관으로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사후관리, 갱신평가, 숙련도시험(측정심사) 및 보수교육을 이수할 

계획임

□ 해양관측기기 교정 및 검정

○ 교정 및 검정 대상기기의 선정하기 위해 해양장비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

음 KIOST에서 보유중인 주요 현장 관측 장비 중 해수특성, 해류특성, 조위․파고

특성을 중심으로 온도(수온), 압력(수심, 조위․파고) 및 전기전도도(염분)에 대한 

교정항목별 교정 및 검정 대상기기는 총 751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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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측기기의 교정절차

○ 온도(수온), 압력(수심, 조위․파고) 및 전기전도도(염분)에 대한 교정절차 및 측정

불확도를 추정, 검증하여 제시하였음 각 분야별 세부적인 교정방법 및 세부 교정

철차는 지침서로 작성하였고 교정결과는 공인교정성적서를 발급하여 신뢰도를 향

상시켰음 해양관측장비의 사용자가 교정 및 검정 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

야별로 이용방법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용존산소 센서 교정절차 마련 및 현장 교정 방법 제안

□ 해양연구장비의 이력관리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표준분류체계를 기초로 연구장비(해양관측장비 및 실

험실장비)의 표준분류체계를 구축함 KIOST의 연구장비종합관리서비스 DB와 NFEC

장비 DB를 연계하여 연구장비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 해양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통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연도별/부서별 장비 및 

장비이력카드 검색 및 장비의 이력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상에 “연구장

비관리종합서비스”를 구축함

○ 장비 이력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장비 가동률 파악 및 장비공동활

용의 활성화를 위해 출장 신청/복명 시 장비 반․출입 신청/복명 병행하도록 장비

출장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음

○ 장비이력카드의 인트라넷 연구장비종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검정 및 교정 신청 접수

에서 성적서 발급까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장기적인 이력관리 가능하도록 함

□ CTD 현장 비교시험

○ 2차에 걸친 CTD 현장 비교 시험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음

□ 해양관측 품질관리 

○ 해양분야는 해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등의 매질로 제작된 표준물질의 종류가 매

우 한정되어 있어 정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해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표

준물질은 염분, 입도, 생물 종류 등에 따라 매질이 매우 다양하고, 성분에 따라 미

량분석이 매우 까다로우며, 표준물질의 균질성, 안정성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 능력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표준물질의 개발 후 등록을 위해 ISO REMCO의 COMAR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

는 사항을 분석했으며, 국가코딩센터의 등록과정과 요건을 사전에 검토함. 우리 

연구원이 ISO guide 34에 근거하여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과 갖추어야 할 조건을 분석함 

○ 전세계의 주요 표준물질 생산기관에 대해 조사했으며, 미국 NIST, 카나다 NRC,

독일 BAM, 유럽연합 IRMM, 영국 LGC, 일본 NMIJ, Kanso Techno, 국제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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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등에서 생산중인 해양 매트릭스 표준물질 개발현황을 분석함 국내의 1∼3

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환경분야 표준

물질의 현황을 조사함 해수 영양염류 표준물질 제조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일본 Kanso Techno를 방문하였으며, 퇴적물과 생물 표준물질의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해양환경연구소(MESL)을 방문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

○ 표준물질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수 멸균장치를 제작하고, 해수를 병입하기 위

한 청정실험실과 자동 병입장치를 개발함 최우선적으로 염분 교정을 위한 표준해

수를 개발하였으며, 검증결과 균질성과 단기 안정성이 확보되었음 그러나 영양염

류 표준물질의 경우에는 균질성을 확보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퇴적물 표준물질의 개발을 위하여 4개 해역에서 채취된 퇴적물을 동결

건조 후 혼합하여 Ag, Al, As, Cd, Cr, Co, Cu, Fe, Hg, Li, Mn, Ni, Pb, Sn, Sr,

V, Zn 등 17개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균질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됨 특성값을 부

여하기 위해 16개국 25개 기관에 배포하여 11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인증하였음

□ 영양염 상호비교시험

○ 영양염 기준물질을 이용한 실험실간 상호 비교시험을 통해 각 실험실의 분석 능력

을 평가하고 이를 해당 실험실에 통보

□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총 4개 그룹으로 조직하여 SOP

작성, 교육 등을 진행

□ 해양관측을 위한 표준운영 절차서(SOP) 작성

○ SOP작성 지침과 양식을 확립하고 해양 관측․조사 장비 SOP 16개, 분석․실험 

SOP 20개로 총 36개의 SOP 작성완료

□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관측 센서 개발 기반 구축

○ 해양 센서의 원천 기술 조사, 국내․외 기술 현황 및 관련 기술의 특허 분석, 세계

적인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하여 권장 유망 기술 도출

□ 색소 센서 개발을 위한 3D-EEMS 방법 확립

○ 3차원 형광 분석을 통한 식물플랑크톤 색소의 형관특성 파악 및 현장 시료 분석을 

통한 3D-EEMS를 통한 색소 분석 가능성 확보

□ 심해저용 Benthic Lander 개발

○ 기존 심해저 benthic lander에 비해 소형이며, 설치 및 운영이 간편한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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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작 2단의 사각셀 구조로 상단 부는 심해저용 부이, 하단 부는 chamber,

microprofiler, water sampler, controller를 배치할 수 있음 

○ 각종 해양용 관측기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의 유연성을 극대화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여 외부 전원부를 시스템에서 제거하여 장비 무게를 경량화 했으며, 장기계

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 

○ 산소 microprofiler를 소형화하여 benthic lander 프레임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개발했으며, 다른 용도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장비로 개발 

○ 모터 하우징 중 자동시료채수기, 웨이트릴리즈, microprofiler 모터하우징은 특수 

오일을 충전하여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 모든 제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인

터페이스는 GUI 프로그램으로 개발

□ 품질관리 제도개선 

○ 우리나라 해양영역의 “표준화”는 해양관측장비 및 기기에 대한 검․교정, 해양과

학조사 및 시험방법, 데이터의 표준화 등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법률 및 

제반 인프라 측면에서도 기기의 검․교정, 품질관리 등 폭넓은 의미의 해양표준화 

관리의 세부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해양관측조사의 품질관리가 각기 

상이한 기관에 의해 분산되어 있으며, 기기에 대한 검․교정은 물론 표준화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금번년도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내 해양과학조사 및 연구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

반 규정(안)을 마련하였음 기반 규정(안)은 품질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과 SOP작성 품질관리계획․교

정․표준물질 등의 세부관리지침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원내 규정 제정 절차를 거

쳐 최종안으로 채택될 예정임 

○ 차기년도에는 현행 해양표준화의 개념과 범주를 좀 더 확장시켜 기기장비의 검ㆍ

교정 및 자료관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표준화 작업을 해양관측, 해양(환경)

관리,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경제 통계 등의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

한 실천성 있는 전략을 도출 할 것임. 해양 분야 표준화의 독립 시스템 구축에 앞

서 현재의 관련 법률, 관리기구, 실행체계, 표준 제․개정 등에서의 일련의 추진과

정을 재점검하여 이들 사업 간의 일원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

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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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1.1. 연구원 고유기능 발전

○ 해양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서비스 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이 가진 고유기능 중 하

나로서, 생산되는 자료의 신뢰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서 국제적 위

상을 더욱 높이고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우리 연구원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해양관측체제 구축 및 해양변동연구, 특정해역 

환경관리,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 등의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관측자료의 신뢰

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반임.

○ 해양과기원은 CTD, ADCP, 조위파고계, 음향측심기, 영양염류 자동분석 시스템 등

을 비롯한 다량의 해양관측 및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해양자료의 정도관리를 위해서는 해양관측방법 및 분석방법 표준화, 관측장비 검

정․교정 기반시설 확보, 표준물질 제조, 숙련도 시험 등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

고, 예방적 품질관리체계의 구축과 시행, 품질평가,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1.2. 법․제도의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규정이 신설 

(2008. 2)되었으며, 동법에 의한 정도관리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평가

대행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ㆍ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규정되어 있음(시행령 제7조).

○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대상기관에 대해 매 1년마다 ‘정도관리(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오염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시행

규칙 제7조)하고,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정

도관리 실시(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2009년 7월 1일부터 용존 영양염류에 대한 정도관리가 시작되어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시행.

▪ 2011년에는 COD, TN, TP에 대해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가 실시되었고, 퇴적

물과 생물체내의 중금속은 추후에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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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양관측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해양관측표준화법(안)」입

법을 추진해 왔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내부에서 고시를 제정하여 해양관측․조사자

료에 대한 품질관리 시행. 2012년 해양관측조사장비 검정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예

정임.

○ 해양관측․조사․분석에 대한 정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해양과기원에서는 2009년 6월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설치.

2. 연구의 필요성

2.1. 기술적 측면

○ 해양관측․조사는 해양과학연구를 통해 해양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분야별로 많은 항목에 대해 현장 관

측이 이루어지거나 시료 채취 후 분석이 수행되고 있음.

○ 해양관측․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는 과학적인 연구, 정책 의사결정, 해양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므로, 불량자료 생산 시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의 손실

을 초래하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발하게 되므로 사전 예방적 품질관리체계 구축

이 필수적임.

○ 일반 상품은 불량제품이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불, 교환, 변상, A/S가 

되며, 생산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관측․조사자료는 불량자료가 

생산될 경우 이 같은 사후처리가 불가능하며 연구 조사자들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만으로는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정수준의 규제가 필요(그림 

1-1-1).

○ 본래의 해양관측․조사 목적을 달성하려면 측정자료의 결과는 일정 이상의 정밀도

와 정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기술적으로 측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도가 정량적

으로 표현되어야 함.

○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해양관측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증 받은 해

양분야 초정밀 관측장비의 검정․교정 서비스 기관이 없어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

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 해양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

내 해양 관련기관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해양관측장비의 검정․교정 서비스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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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해양관측․조사자료의 사전 예방적 정도관리 필요성  

2.2. 경제․산업적 측면  

○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에서는 해양분야의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정기, 부정

기적으로 해양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며, 조사선 사용료, 인건비, 출장비, 관측장비 

구입, 설치 및 유지관리비, 시료분석비 등에 연간 500억원 이상의 관측․조사 비용

이 투입되고 있음.

○ 불량자료가 생산, 유통될 경우 해양관측․조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의 손실도 막

대하지만, 불량자료의 활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간접 피해는 직접 피해보다 훨씬 

막대함.

○ 현재 해양관측장비의 검․교정을 위해 외국에 장비를 보내고 있으며, 분석의 정도

관리를 위해서는 기준물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고가의 교정 비용과 기준물

질 구입에 따른 부담 때문에 연구자들이 빈번하게 장비를 교정하거나 분석 시 기

준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자료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체 관측조사비용의 약 30%까지 

정도관리에 투입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

흡했음.

2.3. 사회․문화적 측면

○ 해양관측․조사기관간 또는 연구자에 따라서 측정결과가 상이하게 제시되어 기관

의 관측․분석 능력에 문제점이 제시되곤 하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도 함. 잘못된 자료는 해양현상의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현황 및 추세에 대한 왜

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책결정을 유발할 수 있음.

○ 신뢰도가 높은 해양관측․조사자료가 확보되어야만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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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수립, 해양오염 저감대책 마련,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수산식품 안전성 

평가, 생태계 위해도 평가 등 각 분야에서 정확한 예측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 정보제공이 가능.

제 2 절 연구의 목적

○ 해양관측․조사자료의 품질을 보증하는 해양자료 정도관리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불량자료 생산에 따르는 해양관측조

사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해양자료․정보 서

비스 제공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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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구
분

목  표 연구내용 및 범위

1
차
년
도
(20
10)

1. 
해양관측
기기교정

교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교정시설 구축
o 검·교정실 환경시설 구축
o 수온, 전기전도도, 염분, 수심, DO 검·교정 기반장비 확보

검․교정 기반
장비구축

o 수온, 전기전도도, 염분, 수심 교정 기반장비 확보
 - 표준백금저항온도계, 저항브리지 및 표준저항, 고정점 셀, 

수온정밀 bath, 염분 bath, 염분측정기, 분동식 압력계 등
o 수압식 조위·파고계 검·교정 기반장비구축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 인정 및 유지

o 수온, 수심분야 교정검사기관 인증신청 준비

해양관측 
기기교정

해양관측 
기․장비 교정 

실시

o 검·교정용 기준기 유지관리(수온, 전기전도도, 염분, 수심,
   DO)
o 해양관측 기․장비 검․교정 절차서 개발 (수온, 전기전도

도, 염분, 수심)

현장비교시험 o CTD 현장 비교 시험

기장비 
이력관리

o 해양관측 기․장비 보수, 수리
o 해양관측 기․장비 이력관리
 - 검·교정 대상장비 분류 및 선정
 - 기·장비 이력관리의 전산화 

해양관측 
기․장비 성능 
시험 및 서비스

o 해양관측 기․장비 성능 시험
 - 성능시험기준 절차서 마련 

역량강화 교육
o 국가교정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법정 교육 이수
o 교정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이수

2.
해양관측
품질관리

기준물질 
(RM)개발

영양염
o 인증기준시료 제작 및 제공
 - 영양염류 내부기준시료 제작 시설 마련

중금속 o 퇴적물 미량금속 내부기준시료 제작 준비

염분 o 표준해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준비

상호비교 실험
o 실험실간 상호비교․검증 실험
 - 동일 현장시료(영양염류)를 이용한 원내 상호비교실험실시

역량강화

국제협력 o IAEA/MEL과의 중금속 기준시료 개발연구

정도관리
계획수립

o 정도관리지침개발
 - 정도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
o 품질목표 설정 및 관리
 - CTD 자료 및 영양염류 품질목표 설정  

3.
해양관측
기법개발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o 장비특성별 사용자 그룹 조직 구성

SOP 작성
o 표준운영절차(SOP) 확립
 - CTD 관측 표준처리절차(SOP) 확립
 - 영양염류 분석 SOP 확립 

관측 기법 개발
o 해양관측 기․장비 성능 시험
 - 성능시험기준 절차서 마련 

역량강화
품질문서 o 국토해양부 정도관리 품질문서 작성 및 지원

연구장비 개
발 및 보급 

o 국내외 해양센서 원천기술 개발동향 조사 (외부위탁)

4.
품질관리
제도개선

원규 및 지침 마련

o 정도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o 원내 품질보증관리계획위원회(가칭) 구성안 마련
o 국가교정기관 지정 요구조건에 적합한 원규 개정 방안 수립
o 관련 기관과의 차별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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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연구내용 및 범위

2
차
년
도
(20
11)

1. 
해양관측
기기교정

교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교정시설 
구축

o 교정실 환경시설 보완
o 온도(수온) 교정 시스템 구축
o 압력(조위 파고) 교정시스템 구축
o 전기전도도(염분) 교정시스템 구축
o 용존산소 광학용 센서 교정 시설 구축
o 엽록소 센서 교정용 HPLC 시스템 구축
o 염분 교정용 항온조 설치

기준기 
유지관리

o 기준기 (수은의 삼중점, 물의 삼중점, 갈륨의 녹는점)   
  실현방법 등에 과한 지침서 작성
o 분야별 교정용 기준기의 측정 최적화 작업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 인정 추진

o 교정 표준실 환경평가 심사
o 내부감사 실시 등 인정 신청 준비
o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신청에 따른 법정교육 이수

해양관측 
기기교정

해양관측 
기·장비 

교정 실시

o 온도(수온), 압력(수심) 및 전기전도도(염분) 교정 절차서 
작성

o 수온, 압력분야 장비 검교정 시범 실시

현장 
비교시험

o CTD 현장 비교 시험 실시(이어도호)

기장비 
이력관리

o 검·교정 대상 장비 분류 및 선정
o 인트라넷 상에서 기·장비의  이력 관리 체계 구축
 - 보수 및 수리용 계측기기 구축
o 기·장비 수리(보수) 업무 실시

역량강화

교정실시를 
위한 홍보

o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를 통한 홍보 및 교육

국제협력
o 미국 NDBC (관측자료 정도관리 등)
o JAMSTEC (CTD 상호비교 교정시험 실시)

2. 
해양관측   
품질관리

기준물질 
(RM)개발

영양염 o 영양염 기준물질 제조 시설 개발 및 시험

중금속
o IAEA 공동 연구를 통한 퇴적물 기준물질 개발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전처리(동결건조) 

염분 o 염분 기준물질 제조 시설 시험(균질성 시험 실시)

상호비교 실험
o 영양염류 숙련도 실험
o 실험실간 상호비교실험 결과보고서 작성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o IAEA 위탁과제 추진(퇴적물 중금속 표준물질 제조)

3. 
해양관측
기법개발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o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 마련 

SOP 작성

o CTD(SBE911, SBE37IM, SBE37SM), ADCP(RDI, RDCP, 
RCM-9), 조위파고계(Aanderaa, Datawell), 지구물리장비
(Sparker), 수중소음자동관측시스템, 영양염(NO3, NO2, 
NH3, PO4, SiO2), TN, TP, 유기물(COD), pH(전위차
법, 분광광도법), 유기오염물질(해양퇴적물, 해양생물)

역량강화
품질문서

o 품질매뉴얼, 지침, 절차서 수립 
o 국토해양부 정도관리 품질문서 작성 및 지원
 - 영양염류, TN, TP, COD

홍보 및
교육훈련

o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를 통한 SOP 교육 

4. 
품질관리
제도개선

기존 법제도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o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 분석
o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원내 제도 현황 분석
o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원내제도 개선 

원규 개정 및 제정(안) 
마련

o 원규 직제관련 규정 개정(안)
o 원규 직무권한 관련 규정 개정(안)
o 원규 연구관계 중 품질관리수행지원 규정 개정(안) 
o 원규 기술관계 규정 내 ‘해양관측조사품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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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연구내용 및 범위

3
차
년
도
(20
12)

1. 
해양관측
기기교정

교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교정시설 
구축

o 교정실 환경시설 유지 관리 및 정기적인 기준기 점검
o 용존산소, pH, 탁도 등에 대한 교정 실험실 구축
o 온도(수온) 교정 시스템 확충
 - 브리지(F900), 표준백금저항온도계(5681/3)
o 압력(조위 파고) 교정시스템 확충
 - 분동식 압력계(PG7302), 압력센서(9000-20k)
o 전기전도도(염분) 교정시스템 보완
 - 정밀 온도측정시스템 설치(SBE35 3대 또는 온도 브리지 

등 설치, Air Bath-5032)

기준기 
유지관리

o 기준기 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o 상호 비교 교정용 기준기 설치
 - SBE37IM, SBE3, SBE4(각 2대), SBE43
o DO 광학센서 기준기 성능 비교: Aanderraa, RINCO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 인정 및 유지

o 수온 및 압력분야 국가교정기관 심사 의뢰
o 전기전도도(염분)에 대한 국제표준에 준한 자체 교정 

해양관측 
기기교정

해양관측 
기·장비 

교정 실시

o 원내 해양관측 기·장비 검교정 의무화 등 제도 마련
o 해양관측 기·장비 교정 실시: 수온, 압력, 염분, DO(광학,  

전기화학센서), pH, 탁도
o 용존산소 센서 교정 절차서 개발

현장 
비교시험

o 엽록소 현장 비교 시험(이어도호, 5월 실시)

기장비 
이력관리

o 기·장비 이력카드 사용 일지 기록을 위한 사용자 교육
o 기·장비 수리(보수) 업무 시행

역량강화

교정실시를 
위한 홍보

o 교정실시를 위한 원내외 홍보: 
 - 수과원, 조사원, 해공, 대학, 업체 등에 학회 홍보
 - 외부기관의 장비교정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국제협력
o 미국 NDBC (ADPC 교정 기술, 관측자료 정도관리 등)
o JAMSTEC(상호비교 교정)

2. 
해양관측   
품질관리

기준물질 
(RM)개발

영양염
o 기준물질 제조 시설 구축 및 시험(안정성, 균질성 시험)
o 숙련도 시험을 위한 단기 안정도 확보 

중금속
o IAEA 공동 연구를 통한 퇴적물 기준물질 개발(안정성 및 

균질성 시험) 

염분 o 기준물질 제조시설 구축 및 시험(안정성, 균질성 시험)

상호비교 실험
o 영양염류 숙련도 실험 및 결과보고서 작성
o 퇴적물 중금속(기준물질 구입 시행)

역량강화
국제협력

o IAEA 위탁과제(퇴적물 중금속 표준물질 제조)
o 호주 및 IOC Inter-calibration 참여 

홍보 o 숙련도 평가를 위한 기준물질의 국내 분석기관에 보급

3. 
해양관측
기법개발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o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SOP 작성시 업적평가 추가방안, 소그룹별 운영활성화 

SOP 작성

o CTD(SBE19, 25, OS 304,316,320), 유속계(AWAC),    
파고계(WPRP, WTG-128M), 수중음향·통신장비,          
지구물리장비(SSS, SBP, Multi-beam echo sounder),   
퇴적물 미량금속, 엽록소, 용존산소

SOP 검토, 승인, 갱신
o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o SOP 자문위원회 검토후 승인

관측 기법 개발 o 색소센서 개발을 위한 3D-EEMS 방법 확립

역량강화

품질문서 o 국토해양부 정도관리 품질문서 작성 및 지원

홍보 o SOP 할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o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를 통한 SOP 교육 

4. 
품질관리
제도개선

원규 및 지침 마련
o SOP 작성을 위한 지침, 품질계획 작성 지침, 품질평가 

지침, 품질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표준물질 
생산 및 배포에 관한 지침 등 세부 지침 마련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o 기기검교정 분석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 10－

제 4 절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1. 국내 동향

○ 환경부는 대기, 수질, 먹는물, 폐기물, 토양 5개 분야의 측정분석기관에 대해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통해 정도관리 

시행중.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여 먹는 물 검사항목(51종), 수질항목(BOD, COD, TN,

TP) 등 실시.

○ 기상청은「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시행

(2008. 12).

▪ 강수량,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습도, 일조량 측정기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검정 실시.

○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관측․조사 표준화법(안)」을 제정하여 실시중이며, 향후 

관측장비 검정관련 시설 및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

○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에 따라, 영양염류, COD, TN, TP, 중금속 등에 

대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실시.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인 표준(연)에서는 국제표준에 따른 국가표준원기를 유지 보

관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국내 교정기관들의 기준장비를 교정하는 역할 수행

▪ 관련항목 : 온도(수온), 압력(수심).

2. 국외 동향

○ 유네스코 산하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IOC)의 국제해양자료 및 정보교환 실무위원

회(IODE)에서 1986년에 해양자료의 정도관리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결의 후 해양

자료정도관리에 관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으며, 1993년에 해양자료 정도관리에 

관한 지침 발간.

○ JCOMM은 해양기상 및 해양학 단체 중에서 관련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WMO-IOC 지역 해양장비센터(RMICs)의 전 지구적 네트워크의 발전을 촉진함.

RMICs의 설립은 해양관측데이터, 메타데이터, 그리고 해양관측을 위한 장비 및 

관측방법의 표준 향상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 생산과정에 그 목적이 있으며, (1) 해

양장비의 교정과 유지보수 및 성능검사 시설 (2) 장비 상호비교시험 뿐만 아니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시설에 대한 제공으로부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전 세계의 6개 지구에 센터를 건립해 기상 및 해양

기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양관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현재, 중국

과 미국이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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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해양표준계량센터에서 계량, 표준화 업무를 1992년부터 하고 있으며, 2009

년부터는 이들 업무를 세분화하고 2012년부터는 이들 업무들을 해역별, 해도관리

기술 등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39개 성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 지역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있음.

▪ 해양관측표준화 체계 구축, 계량 및 질 보증시스템을 구축

▪ 해양 기기계량 성능을 검측, 환경실험, 검측기술, 국가표준제정

▪ 전 지구 해양기기 질 감독검증, 해양표준계량 질 기술 지원과 국제기술 교류와 

훈련 등.

○ 미국에서는 NOAA의 NDBC에서 미주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비의 

검정 및 교정은 SEABIRD electronics inc. 등 관측장비 제조사에 의뢰함.

○ 선진국들은 고품질의 해양관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WHOI, IFREMER, NOCS, JAMSTEC 등에서는 자체적

으로 수온, 염분, 압력을 교정하는 시설을 구축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



－ 12－

제 5 절 추진전략 및 추진 체계

1. 기본방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생산되는 해양자료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연구 성과 및 

해양자료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 교정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관측장비 교정

- KOLAS 국가공인기관 인정

- 관측장비 성능시험 및 이력관리

- 기준물질 개발

- 숙련도 시험 및 상호비교실험

- 정도관리 지침개발

- 품질목표 설정 및 관리

-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 표준운영절차서 작성

- 현장관측 기법 개발

- 정도관리 품질문서 작성 및 지원

- 원규 및 지침 마련

- 외국의 해양관측 표준화 제도 분석

-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해양관측 기기교정 해양관측 품질관리

해양관측 기법개발 품질관리 제도개선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해양자료 ․ 정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그림 1-5-1. 추진전략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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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2.1. 해양관측 기기 교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수온, 염분, 수심, DO 등 검․교정 기반장비 확보 및 검․교정 환경시설 구축

○ 해양관측 기․장비 교정 실시 및 기․장비 교정절차서 개발

○ 수온 및 수심 분야 국제공인 교정기관 인정을 받아 최고의 교정능력 확보 및 유지

○ 현장관측 장비 현장비교 시험 실시

○ 기․장비 수리(보수) 업무 시행 및 기․장비 이력카드 사용 일지 기록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2.2. 해양관측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영양염, 중금속 및 염분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준물질 제조

○ 실험실간 사전 비교 시험, 국내 및 국제 실험실간 상호비교 시험의 추진, 해양자료

의 품질평가 등을 통하여 개별 연구 분야에서 정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술

과 서비스를 제공

○ 원내의 개별 실험실들이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한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

가를 통해 정도관리 능력을 검증을 받고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분석기술 향상을 위하여 호주 및 IOC Inter-calibration 참여

2.3. 해양관측 기법 및 해양기․장비 개발

○ 기․장비관리 및 측정기술 향상을 위하여 장비별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 CTD, ADCP, 파고계, 지구물리장비 등의 표준운영절차서(SOP) 작성 및 보급

○ 해양관측․조사․분석 장비의 연구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과 노

하우를 제공

○ 연구원들이 연구개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새로운 해양관측장비나 분석 

장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작품 제작 지원

2.4. 품질관리 제도개선

○ SOP 작성을 위한 지침, 품질계획 작성 지침, 품질평가 지침, 품질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표준물질 생산 및 배포에 관한 지침 등 세부 지침 마련

○ 선진국 해양관측 제도 분석 및 기기검교정․분석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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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우선순위 

전 략 구 분
우선

순위
추진단계분석

분야 세부 분야 상 중 하 단기 중기 장기

해양관측

기기교정

교정인프라 구축 및 운영 ○

해양관측 기․장비 교정 실시 ○

KOLAS 국가공인기관 인정 획득 ○

현장관측 장비 현장비교 시험 실시 ○

해양관측

품질관리

기준물질 제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해양분야 인증 표준물질 개발 ○

숙련도 시험 및 상호 비교 시험 실시 ○

분석기술 향상을 위하여 호주 및 IOC 

Inter-calibration 참여
○

해양관측

기법개발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

새로운 해양장비 개발 및 성능시험 지원 ○

해양관측장비나 분석장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작품 제작 지원
○

품질관리

제도개선

원규 및 지침 마련 ○

선진국 해양관측 표준화 제도 분석 ○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해양관측기기�교정

제2장

－ 15－





－ 17－

항목 온도선택조건 등급 온도변동폭
KIOST

Lab.

1.온도

측정분야 온도선택조건 T-1
 - 1시간당 온도 변화량 : 0.7℃  이내

 - 1일 온도분포: 기준온도 ±1.0℃ 이내

모든 

측정분야

20℃, 23℃ 

또는 25℃

T-2
 - 1시간당 온도 변화량 : 1.0℃ 이내

 - 1일 온도분포: 기준온도 ±1.5℃ 이내

○

(23℃)

T-3
 - 1시간당 온도 변화량 : 1.5℃  이내

 - 1일 온도분포: 기준온도 ±2.0℃ 이내

○ 측정분야 및 항목, 불확도 등에 따라 온도선택조건 및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 측정분야, 측정항목 등이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특수 기구에서 측정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액체유량분야, 전기로, 항온조 등에

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기 등).

표 2-1-1. 표준실 환경기준

제 2 장 해양관측기기 교정

제 1 절 교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 교정시설 구축

1.1. 해양장비 교정실 구축

○ 기준기로부터 유지되고 있는 표준을 초정밀 해양관측․조사장비에 정확하게 전달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측정 환경시설 설치가 선결조건임.

○ 최적의 환경시설에서 적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준기의 성능은 해양관측․조

사장비의 교정 품질을 보증하는 중요한 척도임.

1.1.1. 한국인정기구 KOLAS 환경기준

○ 해양과기원의 교정실은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름.

○ 한국인정기구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측정에 영

향을 미치는 온도, 습도, 먼지,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차폐시설, 접지저항, 진동, 소

음, 전원안정화, 중력가속도 및 교정실의 격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교정실의 환경

기준을 관리하고 있음(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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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등급 습도조건 및 변동폭
KIOST

Lab.

2.습도

H-1
 - 1시간당 습도 변화량 : 5 % R.H. 이내

 - 1일 습도 분포 : 30 % R.H. ∼ 55 % R.H. 이내

H-2
 - 1시간당 습도 변화량 : 10 % R.H. 이내

 - 1일 습도 분포 : 30 % R.H. ∼ 70 % R.H. 이내
○

○ 측정분야, 측정항목, 불확도에 따라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 측정분야, 측정항목 등이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특수기구에서 측정이 이루

어질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유량분야, 수분, 습도분야, 전기로, 항온조 

등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기 등).

항목 측정분야 조     건
KIOST

Lab.

3.먼지

길이 및 관련량, 질량, 

광도

 ◦ 0.5 ㎛ 보다 큰 먼지 : 2×106 개/m3 이하

 ◦ 1.0 ㎛ 보다 큰 먼지 : 4×105 개/m3 이하

기타측정분야
 ◦ 0.5 ㎛ 보다 큰 먼지 : 4×107 개/m3 이하

 ◦ 1.0 ㎛ 보다 큰 먼지 : 7×106 개/m3 이하
○

○ 측정분야, 측정항목 등이 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특수기구에서 측정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유량분야, 수분, 습도분야, 전기로, 항온조 등에

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기기 등)

4.전자

기장의 

세기

RF측정
전자기장의 세기 : (9 ㎑ ∼ 18 ㎓) 150 ㎶/m 이하 

(전자기장의 세기 측정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기타 측정분야
해당 없음. 단, 전자기장에 의하여 측정에 부정적인 영

향이 미치는 측정기는 차폐시설을 갖추어야 함.
○

5.접지

저항

RF측정
5 Ω 이하 (1종 접지저항)

(접지저항 측정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시간 및 주파수 

전기․자기

10 Ω 이하 (1종 접지저항)

(접지저항 측정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기타 측정분야

해당 없음

단,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측정기는 접지저

항 시설을 갖추고 접지저항 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

6.진동

길이 및 관련량, 질량,   

진공, 힘, 압력, 음향,   

진동, 광도

측정에 영향이 없도록 방진시설을 갖출 것 ○

기타 측정분야

해당 없음

단,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정기일 경우에

는 방진시설을 갖추어야 함.

7.소음

무향실 음향측정 20 ㏈(A)이하

액체유량 70 ㏈(A)이하

기타측정분야 55 ㏈(A)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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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측정분야 조     건
KIOST

Lab.

8.조명 모든 측정분야

500 ㏓이상

단, 조명이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제

외될 수 있음.

○

9.전원

안정화

전자측정기를        

사용하는 모든        

측정분야

 ◦ 접지단자를 기준으로 정극성 상태로 되어 있을 것.

 ◦ 해당기관 전기부하에 적합한 전압안정기를 설치할 것.
※ 단, 전원이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제

외될 수 있음.

○

10.중력

가속도

압력, 힘(실하중), 토크,  

경도
중력가속도 기준값을 확보하고 있을 것 ○

11.교정

실의 

격리

-
측정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소음, 진동, 먼지, 전자
파, 온도, 습도 등)을 미치는 설비는 격리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1.1.2. 해양장비 교정실 구축

○ 해양과기원은 측정분야별 KOLAS 환경조건을 충족하는 해양장비 교정실을 구축,

환경평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환경평가를 받음(그림 2-1-1).

(a) 공조시설 내부 (b) 교정실 설치

그림 2-1-1. 교정실 구축

○ KIOST 고정 표준실 환경평가 결과(표 2-1-2)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 제5장(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의 온도, 습도, 먼지, 소음, 조명, 중력가속도 등 항목에 대하여 측정 실시

▪ 평가일시 : 2012. 4. 13 (1일간)

▪ 평가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 평가결과 : 고정 표준실의 환경유지 상태가 관련 교정분야 업무에 적합한 수준

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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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KIOST 고정 표준실 환경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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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정 및 검정 기반장비 구축 현황

○ 육상장비와 달리 해양관측장비의 측정범위는 협소하지만 정밀정확도는 육상장비의 

교정용 기준기급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해양관측장비를 교정 및 검정하기 위해서

는 상위 국가 표준기급으로 구축하였음.

▪ 해양의 기본 관측분야인 온도(수온), 전기전도도(염분), 압력(수심, 조위․파고)

및 DO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정 및 검정 기반장비를 구축하였음.

1.2.1. 온도분야 기반 장비

○ 국제눈금온도(ITS-90) 고정점 셀

▪ 수은 삼중점 셀 1개, 물의 삼중점 셀 7개, 갈륨 용융점 셀 2개로 총 10개 보유

○ 고정점 셀 실현 및 유지 장치 

▪ 수은 삼중점 셀 실현 및 유지용 항온조 1대, 물의 삼중점 셀 유지 장치 1대, 갈

륨 용융점 셀 실현 및 유지용 전기로 2대 보유

○ 표준백금저항온도계(SPRT)

▪ 해양장비 온도 센서 교정을 위한 기준온도계로서, 25.5 Ω quartz-sheath type

총 4대 보유

○ 저항측정 브릿지

▪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미소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해주는 장비로 AC 브릿지 1대 

보유

○ 표준저항

▪ 표준저항보관용 항온조에 보관하며 브릿지에 연결하여 SPRT의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 100 Ω 4대, 25 Ω 3대, 10 Ω 1대로 총 8대 보유

○ 표준저항 보관용 항온조

▪ 표준저항 보관용 항온조 1대 보유. 안정도는 23℃에서 0.2 mK(2시간 이내)

○ 교정용 액체항온조

▪ 교정용 액체항온조는 가장 큰(1067 mm × 1702 mm × 762 mm) 크기의 항온조 

1대, 중간(669 mm × 559 mm × 330 mm) 크기의 항온조 2대, 가장 작은 크기

(380 mm × 380 mm × 510 mm)의 항온조 3대, 총 6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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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장 비 명 제작회사 및 모델명 측정범위 정밀정확도

온도 

(수온)

수은 삼중점 셀 FLUKE / 5900E -38.8344℃ 0.10 mK

물의 삼중점 셀 FLUKE / 5901D-Q 0.010℃ 0.05 mK

갈륨 용융점 셀 FLUKE / 5943 29.7646℃ 0.05 mK

수은 삼중점 셀 실현

 및 유지용 항온조
FLUKE / 7341 (-45 ∼ 150) °C 안정도 : 0.2 mK

물의 삼중점 셀 

유지 장치

세인교정 / 

SANE-05-Large
0℃ 안정도 : ±5 mK

갈륨 용융점 셀 실현 

및 유지용 항온조
FLUKE / 9230 (15 ∼ 35) °C 안정도 : ±0.02℃

표준백금저항온도계 FLUKE / 5683 (-200 ∼ 480)℃
drift : 0.5 mK / year

감도계수 : 0.1 Ω/℃

AC저항 브릿지 A.S.L / F900 (1 ∼ 300) Ω ±0.005 mK

표준저항보관용 항온조 FLUKE / 7008 (-5 ∼ 110) °C 안정도 : 0.2 mK(23℃)

직류/교류 표준저항

TINSLEY / 5685A 100 Ω

±(nominal)×20×10-6 Ω

GUILDINE / 9330

10 Ω

25 Ω

100 Ω

교정용항온조

FLUKE / 7009

(-10 ∼ 100)℃ 안정도 : < ±0.2 mKFLUKE / 7012

FLUKE / 7052

표 2-1-3. 온도분야 주요 기반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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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압력분야 기반 장비

○ 분동식 압력 표준기

▪ 정밀 분동(mass)에 상응하는 표준 압력을 발생시켜 해양관측기기의 압력센서를 

교정 및 검정하는 장비로 총 2대 보유

○ 대기압계

▪ 정밀 대기압을 측정해서 수심, 조위 및 파고 등 교정 시 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총 3대 보유

○ 높이게이지

▪ 압력 기준기와 교정 대상기기의 높이를 측정해서 수두 보정용으로 사용하는 장

비로 1대 보유

분야 장 비 명 제작회사 및 모델명 측정범위 정밀정확도

압력

(수심, 

조위)

분동식

압력 표준기

DH / 5301 20000 psi 0.005 of Reading

RUSKA / 2485-930D 100 MPa 0.0025 of Reading

정밀 대기압계

MENSOR / 2103 (75 ∼ 115) kPa 0.01 % of full-scale

FLUKE / BA100Ks (70 ∼ 110) kPa 0.0032 of Reading

DRUCK / DPI-142 (75 ∼ 115) kPa 0.1 % of full-scale

높이게이지 MITUTOYO / HD-30AX (0 ∼ 300) mm 0.01 mm

표 2-1-4. 압력분야 장비 목록

1.2.3. 염분분야 기반 장비

○ 정밀염분측정기

▪ 표준해수와 비교한 샘플 해수의 표준 염분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

로 총 3대 보유

○ IAPSO 표준해수(IAPSO Standard Seawater)

▪ 국제해양과학협회 IAPSO(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ysical Sciences of

the Oceans)가 인증한 해수의 표준물질

○ 염분(전기전도도) 교정용 항온조

▪ 염분 및 전기전도도의 교정기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초대형 정밀 액체 항온조 

1 대 보유

▪ 해수의 부식에 강한 티타늄 재질로 내부 크기는 584 mm × 584 mm × 457

mm(depth) 으로 1 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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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장비명 제작회사 및 모델명 측정범위 정밀정확도

시간/

주파수
주파수 카운터

AGILENT / 53220A

dc coupled : 

dc to 350 MHz

ac coupled : 

10 Hz to 350 MHz

(50 Ω or 1 MΩ)

12 digits/s, 100 ps

AGILENT / 53132A

dc coupled : 

dc to 225 MHz

ac coupled : 

1 MHz to 225 MHz

(50 Ω)

30 Hz to 225 MHz

(1 MΩ)

12 digits/s, 150 ps

전기

직류전원

공급 장치
AGILENT / E3634A

범위 1 : 

0 to 25V, 7A 

범위 2 : 

0 to 50V, 4A

전압 : 

0.05 % + 10 mV

전류 : 

0.2 % + 10 mA 

오실로스코프

AGILENT / DSO1024A dc to 200 MHz
±50 ppm,

0 °C to 30 °C

AGILENT / DSO7104B DC to 1 GHz

≤ ± (15+2*

instrument age in 

years) ppm

표 2-1-6. 기타분야 장비 목록

분야 장 비 명 제작회사 및 모델명 측정범위 정밀정확도

염분

정밀염분측정기

(AUTOSAL)
GUILDLINE / 8400B 0.005 ∼ 42  < ±0.002

IAPSO 표준해수 OSIL / P-Series S = 35  < ±0.001

염분(전기전도도) 

교정용 항온조
FLUKE / 7051A (-5 ∼ 40)℃ 안정도: ±0.002℃

표 2-1-5. 염분분야 장비 목록

1.2.4. 기타분야 기반 장비

○ 주파수 카운터 및 디지털 멀티미터 등 전자계측기

▪ 해양관측장비의 출력 파형인 주파수, 전압 및 전류를 계측하는 장비

○ 파형발생기, 오실로스코프 및 LCR 미터

▪ 해양관측장비의 보수 수리용 전자계측장비

○ 소음계, 광 조명도계

▪ 해양장비 교정실 환경 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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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장비명 제작회사 및 모델명 측정범위 정밀정확도

디지털 멀티미터 AGILENT / 3458A

dc volts : 

0.1 V to 1000 V

ac volts : 

10 mV to 1000 V

frequency : 

1 Hz to 10 MHz

Ohms : 

10 Ω to 1 GΩ

dc current : 

100 nA to 1 A

ac current : 

100 μA to 1 A

dc volts : 

0.6 ppm 24 hour

ac volts : 

100 ppm best

frequency : 

0.01% accuracy

Ohms : 

2.2 ppm 24 hour

dc current : 

14 ppm 24 hour

ac current : 
500 ppm 24 hour

함수파형 발생기 AGILENT / 33250A 1 μHz to 80 MHz
2 ppm,

18 °C to 28 °C

LCR 미터 AGILENT / 4263B 100 Hz to 100 kHz 0.1 %

환경

소음계 TES / TES-1350A

Low : 

35 to 100 dB

High : 

65 to 130 dB

±2.0 dB

광 조명도계 UNI-T / UT382

20 Lux

200, 2000, 20000

 Lux

± (3 % reading +

20 digits)

± (3 % reading +

8 digits)

1.3. 해양관측장비의 교정 및 검정용 부대시설 구축

1.3.1. 대형 해양관측장비 보수․수리 공간 시설

○ 해양관측장비의 교정 및 검정 서비스 실시 전 및 완료 후 수조를 이용한 시험검

사 등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설치, 수조 크기는 5 m × 5 m × 5 m.

○ 대형 해양장비의 수리․보수에 대한 안전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그림 2-1-2, 그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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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원내 해양관측장비 보수․수리 공간 시설의 환경개선 공사

그림 2-1-3. 원내 해양관측장비 보수․수리 공간 시설

1.3.2. 교정대상 기․장비 보관․관리 창고

○ 장비 관리자별로 산재해서 관리되고 있는 해양관측장비를 일정 장소에 공동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부산 이전 전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그림 2-1-4).

▪ 해양장비 교정실과 시험용 수조 시설 등과 인접해 있는 기존 탁구장 공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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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교정대상 기․장비의 보관․관리 창고 도면

○ 현장 전․후에 교정대상 기․장비에 대한 교정, 보수 및 수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그림 2-1-5).

▪ CTD를 중심으로 조위․파고계 등 100 여대 보관 및 관리 가능

▪ 해양관측장비의 반․출입 감시, 안전 및 시건 장치 설치

그림 2-1-5. 교정대상 기․장비 보관․관리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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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기의 유지 관리

○ 해양과기원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기준기의 정밀정확도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과 통일적인 방법으로 적합하게 표준에 일치시키는 소급성 유지는 중요함(그림 

2-1-6).

○ 해양분야의 국가표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개설된 국가표준 분야

인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는 해양의 수온과 수심(또는 조위․파고) 분야로 해양과

기원에서 적용시켜서 기준기를 유지 관리하고 있음.

▪ 자국 내 교정시험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통해 국제표준과의 상호인증.

▪ 국가표준대표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은 기준기는 다른 국가표준과 동등함.

○ 국가표준에 없는 전기전도도(염분) 분야는 국제표준과 동급인 기준기를 설치,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소급을 받고 있음(표 2-1-7).

그림 2-1-6. 국가(국제)표준과의 소급성 유지 체계도

표 2-1-7. 보유 기준기의 국가(국제)표준 소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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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불확도 추정

2.1.1. 온도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 온도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2-1-7과 같음.

국 제 표 준

(국가해양표준)

수은 삼중점 물의 삼중점 갈륨 용융점

초정밀 항온조

(교정점발생기)
표준백금저항온도계

초정밀 항온조

(교정점발생기)

저항측정 브릿지표 준 저 항

그림 2-1-7. 온도 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체계도

2.1.2. 온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불확도 추정

(1) 온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시스템의 구성

○ 온도 분야 기준기인 롱스템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성능평가는 실현된 고정점 셀

(표준물질)로부터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저항을 측정하여 그 성능을 평가함.

○ 온도 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고정점 셀(수은 삼중점 셀, 물의 삼중점 셀 및 갈륨 용융점 셀)

▪ 고정점 셀 구현 장치

▪ 정밀 온도 측정 시스템(표준백금저항온도계, 저항측정 브릿지 및 표준저항 등)

○ 국제온도눈금-1990 (ITS-90) 고정점 셀의 선정

▪ 해양장비 온도센서의 수온 측정범위는 -5℃ ∼ 35℃ 이므로 온도 기준기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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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저항온도계를 국제온도눈금(ITS-90, International Temperature Scale of

1990)의 정의에 따라, W10 subrange(수은, 물, 갈륨, 인듐) 영역의 고정점 셀을 

선정 및 해당 셀을 실현해서 국제표준 온도와 일치시켜야 함(표 2-1-8).

▪ 해양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백금저항온도계는 직선성이 대단히 우수하여 

30℃ ∼ 35℃ 온도 영역에서 외삽을 적용하여 내삽과의 차이를 계산해 본 결과 

0.12 mK ∼ 0.28 mK의 차이로 기준기의 정밀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인듐 고정점 셀을 추가할 경우 유지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제외

하였음.

▪ 따라서, -38.8344℃ ∼ 29.7646℃의 W5 subrange에서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내삽 

교정하고, 30℃ ∼ 35℃ 는 외삽(extrapolation)을 하여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교

정함.

순서
온  도

물 질 상태
(a) Wr(T90)

(b) 비  고
T90[K] t90[℃]

1 3 to 5
-270.15

to -268.15
He V

2 13.8033 -259.3467 e-H2 T 0.00119007

3 ≈ 17 ≈ -256.15 e-H2(or He) V(or G)

4 ≈ 20.3 ≈ -252.85 e-H2(or He) V(or G)

5  24.5561 -248.5939 Ne T 0.00844974

6  54.3584 -218.7916 O2 T 0.09171804

7  83.8058 -189.3442 Ar T 0.21585975

8 234.3156  -38.8344 Hg T 0.84414211
해양표준

응용
9 273.1600   0.0100 H2O T 1.00000000

10 302.9146   29.7646 Ga M 1.11813889

11 429.7485 156.5985 In F 1.60980185

12 505.078 231.928 Sn F 1.89279768

13 629.677 419.527 Zn F 2.56891730

14 933.473 660.323 Al F 3.37600860

15 1234.93 961.78 Ag F 4.28642053

16 1337.33 1,064.18 Au F

17 1357.77 1,084.62 Cu F

표 2-1-8. 국제온도눈금-1990(ITS-90)에서 정의된 고정점

(a) V : Vapour pressure point, T : Triple point, G : Gas thermometer, M :

Melting point, F : Freezing point

(b) Wr(T90)은 각 고정점 셀을 실현 후, 표준백금저항온도계로 측정한 고정점 셀의 

저항 값과 물의 삼중점 셀의 저항 값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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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점 셀 및 구현장치 표 2-1-9 및 그림 2-1-8에 

나타냈음.

ITS-90

고정점 셀 명
온도(t90) 구현장치 수량(대)

수은 삼중점 -38.8344℃ 저온 액체 항온조 1

물의 삼중점 0.01℃ 보관함(자체제작) 7

갈륨 용융점 29.7646℃ 자동 구현장치 2

표 2-1-9. 고정점 셀 및 구현장치

그림 2-1-8. 물의 삼중점 셀(좌) 및 수은, 갈륨 셀(우) 실현 및 구현장치

(2) 온도 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불확도 추정

(가) 고정점 셀의 실현

○ 수은 삼중점 실현 및 측정

▪ 액체상태의 수은이 담겨져 있는 수은 삼중점 셀을 -45℃ 아래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수은 삼중점 실현용 저온 항온장치에 삽입함.

▪ 감시(monitor)용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사용하여 수은이 완전히 응고된 후 -4

5℃에 도달하도록 기다린 다음, 수은 삼중점 실현용 저온항온조의 온도를 수은 

응고온도보다 1℃ 낮은 온도로 조절하고, 셀의 온도가 이 온도에서 안정될 때 

까지 기다림.

▪ 수은 삼중점 실현용 저온항온조의 온도를 수은 응고온도보다 2℃ 높은 온도로 

조절하면 수은의 용융곡선이 나타남. 이때 감시용 온도계를 뺀 후 실온의 유리

막대를 2분 정도 온도계 삽입구에 넣어 용융곡선의 평탄부(plateau)를 형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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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용 롱스템형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셀의 온도계 삽입구에 넣고 온도가 안정 

될 때 까지 기다린 후 저항을 측정함(그림 2-1-9).

그림 2-1-9. 수은 삼중점 셀 실현 및 측정

○ 물의 삼중점 실현 및 측정

▪ 물의 삼중점을 빙점조에 넣고 30분 이상 냉각시킴.

▪ 온도계 삽입구에 남아있는 수분을 면사 혹은 종이 티슈를 사용하여 건조시킴.

▪ 온도계 삽입구에 분말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삽입구 끝단 주위에 얼음이 성장하

도록 기다림.

▪ 20분 정도 계속 소모되는 드라이아이스를 보충.

▪ 얼음이 성장하여 셀의 외벽에 닿는 것처럼 확대되어 보일 때 드라이아이스 주입

을 멈춤.

▪ 온도계 삽입구내에 드라이아이스가 보이지 않을 때, 빙점조의 물을 온도계 삽입

구 내에 셀의 수면높이와 같게 채우고 셀을 스핀을 주어 살짝 돌렸을 때 얼음

덩어리가 회전하는지 확인함.

▪ 삼중점이 실현된 물의 삼중점 셀은 빙점조에 보관.

▪ 삼중점이 실현한 후 7일 후부터 교정용 롱스템형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온도계 

삽입구에 넣고 측정을 시작함(그림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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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물의 삼중점 셀 실현 및 측정

○ 갈륨 용융점 실현 및 측정

▪ 응고상태의 갈륨 셀을 30.1℃ ∼ 30.5℃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열전소자로 작

동되는 항온장치에 삽입함.

▪ 감시(monitor)용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사용하여 갈륨 녹는점이 시작되면, 감시

용 온도계를 뺀 후 42℃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열봉을 20분 정도 온도계삽

입구에 넣고 온도계 삽입구 내벽의 갈륨을 녹임.

▪ 교정용 롱스템형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온도계 삽입구에 넣고 온도가 안정 될 

때 까지 기다린 후 저항을 측정(그림 2-1-11).

그림 2-1-11. 갈륨 용융점 셀 실현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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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 ITS-90의 기준함수

▪ ITS-90에 의해서, 온도영역 -259.3467℃부터 0.01℃의 온도영역의 기준함수는

ln[Wr(T90)] = A0 + 
  



Ai 

ln     


온도영역 0℃부터 961.78℃의 온도영역의 기준함수는

Wr(T90) = C0 + 
  



Ci 

 


여기서 계수 A0, Ai, 및 C0, Ci 의 값은 표 2-1-10에 주어져 있음.

A0 -2.13534729 C0 2.78157254 

A1 3.18324720 C1 1.64650916 

A2 -1.80143597 C2 -0.13714390 

A3 0.71727204 C3 -0.00649767 

A4 0.50344027 C4 -0.00234444 

A5 -0.61899395 C5 0.00511868 

A6 -0.05332322 C6 0.00187982 

A7 0.28021362 C7 -0.00204472 

A8 0.10715224 C8 -0.00046122 

A9 -0.29302865 C9 0.00045724 

A10 0.04459872 

A11 0.11868632 

A12 -0.05248134 

표 2-1-10. ITS-90의 기준함수의 A0, Ai, 및 C0, Ci 계수

○ ITS-90의 편차 함수

▪ ITS-90에 의한 편차 함수는

              

      ℃

이고, 해양분야에 해당되는 온도영역에서의 편차함수 계수 a와 b를 구하였음.

(c = 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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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결과

▪ 온도 분야 기준기의 성능은 ITS-90에 의해서 다음의 두 관계식 중 하나를 만족

하여야 함

W(29.7646℃) ≥ 1.11807 또는                          

W(-38.8344℃) ≤ 0.844235

▪ 기준기의 측정 저항비를 평가한 결과, 위의 식을 모두 만족하여 온도 분야 기준

기의 성능은 양호함

W(29.7646℃) = 1.11811

W(-38.8344℃) = 0.844169

(다) 온도분야 기준기의 측정불확도 추정

1) 측정불확도 모델식

○ 온도 분야 기준기의 측정불확도는 고정점 온도에 의한 불확도와 표준백금저항온도

계의 저항측정에 따른 불확도로 구분하여 평가함.

가) 교정에 사용된 고정점 온도에 의한 불확도

○ 고정점에 의한 불확도

tx = tFP + δtFP + δtpro + δtpl

tx : 교정에 사용된 고정점온도

tFP : ITS-90에서 정의된 고정점 온도

δtFP : 고정점 셀 자체 특성에 의한 온도보정

δtpro : 물의 삼중점 측정값으로부터 고정점 셀의 측정값으로 전파되는 온도

δtpl : 고정점 셀의 용융 혹은 응고곡선의 평탄부 기울기에 의한 온도보정

▪ 고정점 셀 자체 특성에 의한 불확도

- 고정점 셀 시료의 불순물, 액체시료의 높이에 따른 압력차 및 셀 내의 불활성

기체 압력에 의한 불확도

- 수은 삼중점 셀 자체 특성에 의한 불확도 : 0.10 mK

- 물의 삼중점 셀 자체 특성에 의한 불확도 : 0.05 mK

- 갈륨의 용융점 셀 자체 특성에 의한 불확도 : 0.05 mK

▪ 물의 삼중점 불확도에서 전파되는 불확도

- ITS-90의 내삽공식은 각 고정점에서의 저항값을 물의 삼중점에서의 저항값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정의되어 있어서 물의 삼중점에서의 측정불확도는 다른 고

정점 온도로 전파되는 불확도를 계산한 것임(그림 2-1-12).



－ 39－

- 수은 삼중점에서 물의 삼중점 불확도로 부터 전파되는 불확도 : 0.059 mK

- 갈륨 용융점에서 물의 삼중점 불확도로 부터 전파되는 불확도 : 0.079 mK

그림 2-1-12. 물의 삼중점 측정불확도로 부터 전파되는 불확도

▪ 고정점 셀의 용융 혹은 응고곡선의 평탄부 기울기에 의한 불확도

- 고정점에서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시점에 표

준백금저항온도계를 고정점 셀 내에 장착하여야 하는 데 평탄부의 기울기에 따

른 불확도가 발생하므로, 고정점 셀의 평탄부에서의 저항변화량은 평탄부가 유

지되는 총 구간(0 ∼ 100) % 중 (10 ∼ 90) %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간을 

측정함.

- 수은 삼중점 셀의 용융곡선의 평탄부 기울기에 의한 불확도 : 0.023 mK(그림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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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수은 삼중점에서의 평탄부 곡선(실현시간 : 4시간 20분)

- 갈륨 용융점 셀의 용융곡선의 평탄부 기울기에 의한 불확도 : 0.031 mK

그림 2-1-14. 갈륨 용융점에서의 평탄부 곡선(실현시간 : 2일 5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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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저항측정에 따른 불확도

○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저항측정에 따른 불확도

Rx = RFP +δRSR + δRSRD + δRB + δRh + δRim

Rx :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저항 측정값

RFP : 고정점에서의 측정값의 산란(scattering)

δRSR : 표준저항 교정성적서에 의한 보정인자

δRSRD :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안정도에 의한 보정인자

δRB : 저항 브릿지에 의한 보정 인자

δRh : 온도계의 자기 가열에 의한 보정인자

δRim : 온도계의 담금 깊이에 따른 보정인자

▪ 고정점에서의 측정값의 산란

- 고정점에서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반복도 혹

은 산란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값의 평균의 표준편차를 의미.

- 해양과기원에서의 고정점 교정의 경우 저항 브릿지을 사용하여 표준백금저항온도

계의 저항값을 측정할 경우 Hg, TPW 및 Ga의 산란 값은 0.000 mK, 0.000 mK

및 0.000 mK 임.

▪ 표준저항 교정성적서에 의한 불확도

- 교정에 사용되고 있는 저항측정 브릿지는 절대저항을 직접 읽지 않고 저항비를 

측정하므로 표준저항의 온도에 따른 변화 등과 교정된 불확도를 평가함.

- 수은 삼중점 셀에서의 표준저항 교정성적서의 불확도 : 0.057 mK

- 물의 삼중점 셀에서의 표준저항 교정성적서의 불확도 : 0.049 mK

- 갈륨 용융점 셀에서의 표준저항 교정성적서의 불확도 : 0.044 mK

▪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 해양과기원의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온도 안정도가 ±0.2 mK 일 때,

표준저항의 저항변화는 표준저항의 온도계수에 의한 불확도를 평가함.

-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 0.0001 mK

▪ 저항 브릿지에 의한 불확도

-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사용할 경우 저항 브릿지에 의한 불확도 : 0.003 mK

▪ 온도계의 자기 가열에 의한 불확도

- 저항측정을 위하여 흘리는 전류로 인하여 줄열(Joule heat)이 발생하며, 이 

열로 인하여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센서부가 고정점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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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저항측정은 1 ㎃와  ㎃를 교대로 흘려

서 측정한 후 0 mA 일 경우의 저항값으로 계산하여 사용함.

- 전류 0 mA 일 경우의 저항값 R0 는 다음과 같음.

   

여기서, R0 : 표준백금저항온도계에 전류 0 mA를 흘렸을 때의 저항값

R1 : 표준백금저항온도계에 전류 1 mA를 흘렸을 때의 저항값

 : 표준백금저항온도계에 전류 mA를 흘렸을 때의 저항값

- 수은 삼중점 셀에 의한 표준백금온도계의 자기가열에 의한 불확도 : 0.004 mK

- 물의 삼중점 셀에 의한 표준백금온도계의 자기가열에 의한 불확도 : 0.001 mK

- 갈륨 용융점 셀에 의한 표준백금온도계의 자기가열에 의한 불확도 : 0.003 mK

▪ 온도계의 담금 깊이에 따른 불확도

-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셀내의 온도계 삽입구에 장착할 경우 센서부의 수직위치

의 오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도.

- 수은 삼중점 셀에 의한 표준백금온도계의 담금 깊이에 따른 불확도 : 0.004 mK

(그림 2-1-15).

- 물의 삼중점 셀에 의한 표준백금온도계의 담금 깊이에 따른 불확도 : 0.006 mK

(그림 2-1-16).

- 갈륨 용융점 셀에 의한 표준백금온도계의 담금 깊이에 따른 불확도 : 0.003 mK

(그림 2-1-17).

그림 2-1-15. 수은 삼중점 셀의 담금 깊이에 따른 온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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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물의 삼중점 셀의 담금 깊이에 따른 온도 편차

그림 2-1-17. 갈륨 용융점 셀의 담금 깊이에 따른 온도 편차

2) 온도분야 기준기의 합성표준불확도

○ 수은 삼중점에서의 온도 분야 기준기의 합성표준불확도 C, Hg 는

C, Hg = [ 0.102 + 0.0592 + 0.0232 + 0.0002 + 0.0572 + 0.0002 + 0.0032 + 0.0042 + 0.0052 ]1/2

= 0.132 mK

○ 물의 삼중점에서의 온도 분야 기준기의 합성표준불확도 C, TPW 는

C, TPW = [0.052 + 0.0002 + 0.0002 + 0.0002 + 0.0492 + 0.0002 + 0.0032 + 0.0012 + 0.0062]1/2

= 0.070 mK

○ 갈륨 용융점에서의 온도 분야 기준기의 합성표준불확도 C, Ga 는

C, Ga = [ 0.052 + 0.0792 + 0.0312 + 0.0002 + 0.0442 + 0.0002 + 0.0032 + 0.0032 + 0.0032]1/2

= 0.108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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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불확도의 추정

○ 확장불확도 U는 합성표준불확도 C에 포함인자 를 곱하여 표기되며, 이때 값

은 t-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함.

○ 확장불확도를 신뢰수준 약 95 % 으로 표현하면, t-분포표에서 자유도가 405(Hg),

781(TPW), 169(Ga) 일 경우 k = 1.960 ∼ 1.984 이내에 분포하므로 근사적으로 k

≃2를 선택함.

○ ITS-90에서 정의된 고정점을 사용하여 일차 교정된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확장불

확도는 아래와 같음. 이 값은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단기안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값임.

UHg = 2 × 0.132 mK = 0.26 mK (신뢰수준 약 95 %, = 2)

UTPW = 2 × 0.070 mK = 0.14 mK (신뢰수준 약 95 %, = 2)

UGa = 2 × 0.108 mK = 0.22 mK (신뢰수준 약 95 %, = 2)

○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단기안정도(≃0.983 mK)를 고려한 -5℃ ~ 35℃ 에서의 표준

백금저항온도계의 합성표준불확도 및 측정불확도 추정값 U는 다음과 같음.

uC,SPRT = [ 0.1322 + 0.0702 + 0.1082 + 0.9832 ]1/2

= 1 mK

U = 2 × 1 mK = 2 mK



－ 45－

불확도 인자

불확도 [mK]

수은 

삼중점 셀

물의 

삼중점 셀

갈륨 

용융점 셀

고정점에서의 측정값의 산란 0.000 0.000 0.000

고정점 셀 자체 특성에 의한 불확도

- 고정점 셀 시료의 불순물에 의한 불확도

- 액체시료의 높이에 따른 압력차에 의한 불확도

- 셀 내의 불활성기체 압력에 의한 불확도

0.10 0.05 0.05

물의 삼중점 불확도에서 전파되는 불확도 0.059 0.000 0.079

고정점 셀의 용융 혹은 응고곡선의 평탄부 기울기에 의한 

불확도
0.023 0.000 0.031

표준저항 교정성적서에 의한 불확도 0.057 0.049 0.044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0.000 0.000 0.000

저항 브릿지에 의한 불확도 0.003 0.003 0.003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자기 가열에 의한 불확도 0.004 0.001 0.003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담금 깊이에 따른 불확도 0.005 0.006 0.003

합성표준불확도(k = 1) 0.132 0.070 0.108

확장불확도(k = 2) 0.26 0.14 0.22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안정도를 고려한 확장불확도

(k = 2)
2 mK

표 2-1-11. 온도분야의 기준기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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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압력분야 기준기의 성능 평가 및 측정 불확도

2.2.1. 압력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 압력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2-1-18과 같음.

국 제 표 준

(국가해양표준)

표 준

질 량

정밀 대기압계  분동식 압력 표준기 초정밀수조

그림 2-1-18. 압력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2.2.2. 압력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불확도 추정

(1) 압력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시스템의 구성

○ 압력 분야 기준기인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성능평가는 국가표준으로부터 소급 받

은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표준 값을 산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함.

○ 압력 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그림 2-1-19).

▪ 표준 질량

▪ 분동식 압력 표준기

▪ 정밀 대기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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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보유 중인 표준 질량(좌)과 유압 분동식 압력계(우)

(2) 압력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불확도 추정

(가) 압력의 분류

○ 압력은 방향과 무관하고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인 스칼라량임.

▪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단위는 [Pa] 또는 [N/m2]임.

○ 압력은 절대압, 게이지압 및 대기압으로 분류.

▪ 절대압 = 게이지압 + 대기압

그림 2-1-20. 압력의 분류



－ 48－

(나) 압력분야 기준기의 표준 압력 계산식 및 측정불확도 추정

1)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표준 압력 계산식

▪ 액체를 매질로 하고 게이지압을 측정하는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표준값 P는 다

음과 같음.

      

∑g

 cos  

  g

P :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압력 값 (Pa)

 : 피스톤 질량을 포함하여 피스톤에 올려진 분동 질량 값 (kg)

g : 지역 중력가속도 (ms)

 : 주위 공기의 밀도 (kgcm)

 : 분동의 밀도 (kgcm)

 : 수직으로부터 피스톤-실린더가 기울어진 각도 (rad)

 : 표면장력 (N·m)

 : 피스톤 원주 (m)

 : 피스톤-실린더의 유효 단면적 (m)

 : 피스톤의 열팽창계수 (℃ )

 : 실린더의 열팽창계수 (℃ )

 : 측정시 피스톤-실린더의 온도 (℃)

 : 기준 온도 (℃)

 : 압력변형계수 (Pa )

Pn : 명목압력 (Pa)

 : 압력전달 유체의 밀도 값 (kgcm)

 : 분동식 압력계의 기준높이와 압력 측정지점의 높이와의 높이 차 (m)

2) 압력분야 기준기의 측정불확도 추정

○ 명목 압력 70 MPa일 경우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불확도를 추정하여 압력 분야 

기준기의 성능을 평가하였음.

○ 피스톤-실린더의 유효 단면적에 의한 불확도

▪ 대기압, 기준온도에서의 피스톤-실린더의 유효단면적에 의한 불확도

: ×  

○ 피스톤-실린더의 온도에 의한 불확도

▪ 압력 측정 시 피스톤-실린더의 온도와 기준온도의 차이 값에 의한 불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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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톤-실린더의 열팽창계수에 의한 불확도

▪ 피스톤-실린더의 열팽창은 피스톤-실린더 재질에 따라 좌우되며 온도변화에 따

라 피스톤-실린더의 유효 단면적이 변화하므로 열팽창계수에 의한 불확도

: ×  

○ 중력가속도에 의한 불확도

▪ 현재 해양과기원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의 중력가속도에 의한 불확도

: ×  

○ 피스톤-실린더의 수직성에 의한 불확도

▪ 피스톤-실린더가 기울어져 있을 경우 기울어지는 각도에 대한 수직성에 의한 불

확도 : ×  

○ 재현성에 의한 불확도

▪ 분동식 압력계는 장기안정도 및 마찰에 의한 분해능, 측정환경 등을 고려해서 

재현도를 산정해야 하며 재현성에 의한 불확도 : ×  

○ 명목 압력값에 의한 불확도

▪ 피스톤-실린더 변형률울 계산하기 위한 명목압력에 의한 불확도

: ×  

○ 압력변형계수에 의한 불확도

▪ 피스톤-실린더의 유효단면적은 적용된 압력과 이론상의 탄성 변형계수의 함수로 

이론상의 탄성계수는 피스톤-실린더가 포함된 마운트 포스트 구조와 피스톤-실

린더 크기와 재질에 의해서 계산됨.

▪ 교정 성적서에 의해서 압력변형계수에 의한 불확도 : ×  

○ 공기 밀도에 의한 불확도

▪ 대기조건(대기압, 대기온도, 상대습도)을 측정하여 계산식을 산출해서 부력항을 

보정하기 위한 공기 밀도에 의한 불확도.

▪ 공기 밀도에 의한 불확도 : ×  

○ 분동에 의한 불확도

▪ 부력항을 보정하기 위한 분동 밀도에 의한 불확도 : ×  .

○ 유체 밀도에 의한 불확도

▪ 수두보정으로 사용되는 유체 밀도에 의한 불확도 : ×  

○ 유체 수두 높이 차이에 의한 불확도

▪ 수두보정으로 사용되는 값으로 측정시 표준기와 압력계 사이의 기준 높이 차이

에 의한 불확도 : ×  

○ 피스톤의 원주 길이에 의한 불확도

▪ 표면 장력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피스톤의 원주 길이에 의한 불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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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장력 계수에 의한 불확도

▪ 표면 장력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면 장력 계수에 의한 불확도

: ×  .

3) 압력분야 기준기의 합성표준불확도

○ 압력 분야 기준기의 합성표준불확도 C 는

C =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2 ]1/2

= ×  

4) 측정불확도의 추정

○ 확장불확도 U는 합성표준불확도 C에 포함인자 를 곱하여 표기되며, 이때 
값은 t-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함.

○ 확장불확도를 신뢰수준 약 95 % 으로 표현하면, t-분포표에서 자유도가 41 일 경

우 k = 2.02 이내에 분포하므로 근사적으로 k ≃ 2를 선택함.

○ 따라서, 명목 압력 70 MPa에서의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측정불확도 추정값 U는 

다음과 같음.

U = 2 × ×     ×   of Reading

○ 다른 압력 교정점에서의 계산과정은 동일하므로 생략함(표 2-1-12).

○ 압력 기준기의 측정점별 측정 불확도(표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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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 요인 추정( )
불확도

  

피스톤-실린더의 유효 단면적에 의한 불확도 ×   ×  

피스톤-실린더의 온도에 의한 불확도  ×  

피스톤-실린더의 열팽창계수에 의한 불확도 ×   ×  

중력가속도에 의한 불확도  ×  

피스톤-실린더의 수직성에 의한 불확도 ×   ×  

재현성에 의한 불확도  ×  

명목 압력값에 의한 불확도 ×  ×  

압력변형계수에 의한 불확도 ×   ×  

공기 밀도에 의한 불확도  ×  

분동에 의한 불확도  ×  

분동 밀도에 의한 불확도  ×  

유체 밀도에 의한 불확도  ×  

유체 수두 높이 차이에 의한 불확도  ×  

피스톤의 원주 길이에 의한 불확도 ×   ×  

표면 장력 계수에 의한 불확도  ×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불확도(k = 1)  ×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측정불확도(k = 2)   ×  

표 2-1-12. 압력 표준기의 불확도 총괄표



측정점

불확도 요인
7 MPa 14 MPa 21 MPa 28 MPa 35 MPa 42 MPa 49 MPa 56 MPa 63 MPa 70 MPa

피스톤-실린더의 유효 단면적에 의한 

불확도
6.50×10-10 6.50×10-10 6.50×10-10 6.50×10-10 6.50×10-10 6.50×10-10 6.50×10-10 6.50×10-10 6.50×10-10 6.50×10-10

피스톤-실린더의 온도에 의한 불확도 1.08×10-12 1.08×10-12 1.08×10-12 1.08×10-12 1.08×10-12 1.08×10-12 1.08×10-12 1.08×10-12 1.08×10-12 1.08×10-12

피스톤-실린더의 열팽창계수에 의한 

불확도
4.32×10-14 4.32×10-14 4.32×10-14 4.32×10-14 4.32×10-14 4.32×10-14 4.32×10-14 4.32×10-14 4.32×10-14 4.32×10-14

중력가속도에 의한 불확도 6.51×10-14 6.51×10-14 6.51×10-14 6.51×10-14 6.51×10-14 6.51×10-14 6.51×10-14 6.51×10-14 6.51×10-14 6.51×10-14

피스톤-실린더의 수직성에 의한 불확도 1.49×10-12 1.49×10-12 1.49×10-12 1.49×10-12 1.49×10-12 1.49×10-12 1.49×10-12 1.49×10-12 1.49×10-12 1.49×10-12

재현성에 의한 불확도 1.33×10-10 1.33×10-10 1.33×10-10 1.33×10-10 1.33×10-10 1.33×10-10 1.33×10-10 1.33×10-10 1.33×10-10 1.33×10-10

명목 압력값에 의한 불확도 1.91×10-20 7.65×10-20 1.72×10-19 3.06×10-19 4.78×10-19 6.89×10-19 9.38×10-19 1.22×10-18 1.55×10-18 1.91×10-18

압력변형계수에 의한 불확도 9.81×10-14 3.92×10-13 8.83×10-13 1.57×10-12 2.45×10-12 3.53×10-12 4.81×10-12 6.28×10-12 7.95×10-12 9.81×10-12

공기 밀도에 의한 불확도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분동에 의한 불확도 6.36×10-13 6.52×10-13 6.38×10-13 6.35×10-13 6.45×10-13 6.38×10-13 6.42×10-13 6.40×10-13 6.36×10-13 6.41×10-13

분동 밀도에 의한 불확도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1.79×10-11

유체 밀도에 의한 불확도 0 0 0 0 0 0 0 0 0 0

유체 수두 높이 차이에 의한 불확도 5.54×10-13 1.40×10-13 6.29×10-14 3.58×10-14 2.31×10-14 1.62×10-14 1.20×10-14 9.27×10-15 7.39×10-15 6.03×10-15

피스톤의 원주 길이에 의한 불확도 8.37×10-14 2.09×10-14 9.29×10-15 5.23×10-15 3.35×10-15 2.32×10-15 1.71×10-15 1.31×10-15 1.03×10-15 8.36×10-16

표면 장력 계수에 의한 불확도 7.53×10-13 1.88×10-13 8.37×10-14 4.71×10-14 3.01×10-14 2.09×10-14 1.54×10-14 1.18×10-14 9.29×10-15 7.53×10-15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불확도(k = 1) 2.87×10-05 2.87×10-05 2.87×10-05 2.87×10-05 2.87×10-05 2.87×10-05 2.88×10-05 2.88×10-05 2.88×10-05 2.89×10-05

분동식 압력 표준기의 측정불확도

(k = 2)
5.74×10-05 5.74×10-05 5.74×10-05 5.74×10-05 5.75×10-05 5.75×10-05 5.75×10-05 5.76×10-05 5.76×10-05 5.77×10-05

표 2-1-13. 압력 기준기의 측정점별 측정 불확도 (7 MPa ∼ 35 MPa)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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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표 준

(국가해양표준)

표 준

해 수

초정밀

염분수조
염분(전기전도도) 기준기

그림 2-1-21.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2.3. 염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불확도 추정

2.3.1 염분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 전기전도도 및 염분분야의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2-1-21과 같음.

2.3.2. 염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불확도 추정

(1) 염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시스템의 구성

○ 해양의 전기전도도와 염분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양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용염분눈금-78 (PSS-78, 1978 Practical

Salinity Scale)을 적용함.

○ 염분 분야 기준기인 정밀 염분측정기(AUTOSAL)의 평가는 국제해양과학협회에서 

인증한 표준해수를 이용하여 기준기를 표준화시킨 후 측정한 값을 실용염분눈금

-78의 기준함수로 염분 값 또는 전기전도도 값으로 산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함.

○ 염분 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표 2-1-14).

▪ 표준해수

▪ 정밀 염분 측정기(AUTOSAL)

▪ 정밀수온측정시스템(표준백금저항온도계, 저항측정 브릿지 및 표준저항 등)

▪ 온습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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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도도의 측정범위는 0.0004 S/m에서 7.6 S/m, 염분은 0.005에서 42 까지를 

적용함.

장 비 명 수량 규    격

표준해수 1

K15 = 0.99981 ± 0.00001

Practical Salinity = 34.993 ± 0.001

(표준해수의 제조사의 제시함)

정밀염분측정기(AUTOSAL) 1
정확도 Conductivity Ratio : < ±0.0001

정확도, Salinity : < ±0.002

롱스템 표준백금저항온도계 1 확장불확도 : 2 mK (신뢰수준 약 95 %, k = 2)

저항측정 브릿지 1 정확도 : ±5 μK (제조사 사용 매뉴얼)

직류/교류 표준저항 100 Ω 다수
확장불확도 : 0.1 μΩ/Ω

(신뢰수준 약 95 %, k = 2)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 

항온조
1 안정도 : (23 ± 0.0002)℃/ 2 시간 이내

온습도계 1
확장불확도 : 0.5℃(신뢰수준 약 95 %, k = 2)

주위 실내온도 모니터링용

표 2-1-14. 성능평가에 사용된 장비 명세 및 규격

(2) 염분분야 기준기의 성능평가 및 측정불확도 추정

(가) 염분 기준기의 표준화

○ 준비사항

▪ 정밀염분측정기(AUTOSAL)는 1 ∼ 2일 동안 예열시킴. (최소 예열시간 : 8 시간 

이상).

▪ 정밀염분측정기의 셋팅 온도는 주위 온도에 근접하거나 1℃ ∼ 2℃ 높게 설정함.

▪ 표준해수, Kimwipes, tubing, 증류수, 청정장갑 등이 준비 되어 있는지 체크함.

▪ 롱스템형 표준백금저항온도계와 관련된 준비 및 점검사항은 롱스템형 표준백금

저항온도계의 표준교정지침서를 따르고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정밀염분측정기

의 Bath내에 삽입함.

▪ 정밀염분측정기의 히터용 램프가 주기적으로 점멸하는지 확인할 것.

▪ 정밀염분측정기의 function switch를 zero에 위치하고 측정값을 읽음(표 2-1-15).

(suppression switch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음, 끝자리 디지트 값이 ±5 이하 이   

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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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염분 측정기의 영점 체크

측정값 점검 내용 Pass/Fail

1 Zero Check Pass

표 2-1-15. 정밀 염분 측정기의 영점 체크

○ 정밀 염분 측정기의 표준화 전 준비 단계

▪ 정밀 염분 측정기의 예열시간 동안 기준기의 전기전도도 셀은 증류수로 가득 차 

있고 펌프는 off 상태를 유지함. 각 측정 세션을 시작하기 전 한 시간에 20분 정

도는 전기전도도 코일과 전자회로부가 염분 샘플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함.

▪ 셀은 청결하게 씻어내야 하고 샘플 염분 범위(남은 IAPSO 또는 Substandard 해수)

내의 해수로 채워서 적신 후 측정하고 전기전도도 셀을 해수에 흠뻑 적시도록 함.

○ 정밀 염분 측정기의 표준화

▪ 염분 기준기가 예열과 기준기의 전기전도도 셀은 해수에 흠뻑 적시는 과정이 종

료되면 IAPSO 표준해수를 염분 기준기에 표준화시킴(그림 2-1-22, 그림 2-1-23).

▪ IAPSO 표준해수를 표준화시킨 후 표준화한 표준해수를 측정하여 실용염분눈금

-78에 의해 측정값을 계산 및 평가함.

그림 2-1-22. IAPSO 표준해수 그림 2-1-23. 정밀염분측정기의 표준화

(나) 염분 분야 기준기의 성능 평가

○ 표준 염분 값 및 전기전도도 값의 계산

▪ IAPSO 표준해수를 표준화한 정밀염분측정기의 출력 값은 표 2-1-16의 실용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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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78(PSS-78)에 의해 표준 염분 값 또는 전기전도도 값으로 환산함.

▪ 정밀염분측정기에 IAPSO 표준해수의 K15를 표준화시킨 후, RT 값을 측정함.

▪ 염분영역 0.005부터 42에서 염분의 기준함수는

  
  



 
 



  






▪ 전기전도도 영역 0.004부터 76 mS/cm에서 전기전도도의 기준함수는

C (S, T, P) = rT RP 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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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분 기준기의 성능평가

▪ 염분 기준기를 표준화 시킨 후 표준해수를 측정한 결과 염분 표준편차는 0.000143

으로 성능 양호함(제조사에서 제시한 기준은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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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PRACTICAL SALINITY SCALE EQUATIONS, from IEEE Journal of 

Oceanic Engineering, vol. OE-5, No. 1, January 1980, page14.

CONCLUSIONS

Using Newly generated data, a fit has been made giving the following 

algorithm for the calculation of salinity from data of the form

 
 

 in ℃ (IPTS-’68), P in deci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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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6. 실용염분눈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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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분분야 기준기의 측정불확도 추정

1) 표준 염분의 불확도 모델식 및 요소

○ 실용염분눈금-78의 기준함수에 의한 표준 염분의 불확도 모델식은 다음과 같음.

SX = SSAL + δSA + δSBath + δSssw

SX : 염분 표준값

SSAL : 염분 측정값의 산란

δSA : 염분측정기에 의한 보정인자

δSBATH : 염분측정기의 항온조 안정도에 의한 보정인자

δSSSW : IAPSO 표준해수에 의한 보정인자

가) 염분 측정값의 산란 (SAL )

○ 염분 측정값의 산란에 의한 불확도는 표준해수를 표준화시킨 후 데이터를 읽는 과

정에서 데이터의 반복도 혹은 산란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값의 평균의 표준편차

를 의미함.

○ KIOST에서의 염분 측정은 AUTOSAL Salinometer(GUILDLINE, 8400B)를 사용하

여 염분 값을 200회 측정할 경우 0.000143 정도임.

나) 염분측정기에 의한 불확도 (A )

○ 제조사에서 제공한 염분측정기의 정확도는 ±0.002 이상이므로 염분측정기에 의한 

불확도는 다음과 같음.

A = 0.002 /  = 0.0012

○ 염분측정기의 불확도 요인으로는 측정기 자체의 비직선성, 외부 잡음에 의한 불확

도, 실험실 온도변화에 따른 불확도 등 많은 불확도 인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염

분측정기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측정방법을 사용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음.

다) 염분측정기의 액체항온조 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BATH )

○ 염분측정기는 표준해수의 전기전도도 값과 샘플 해수의 전기전도도 값의 비를 측

정하는 비교기이므로,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액체항온조 온도변화에 의한 불

확도는 다음과 같음.

BATH = 0.00000016 /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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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APSO 표준해수에 의한 불확도(SSW )

○ 제조사에서 제공한 시험성적서에 의해 IAPSO 표준해수의 염분값은 ± 0.001 이므

로 표준해수에 의한 불확도는 다음과 같음.

SSW = 0.001 / 2 = 0.0005

○ 표준해수의 불확도 요인으로는 표준해수 병 내의 염분 농도변화, 표준해수의 보관 

소홀 등의 불확도 인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염분측정기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측정방법을 사용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음.

2) 표준 전기전도도의 불확도 모델식 및 요소

○ 표준 전기전도도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용염분눈금-78의 기준함수로부터 먼저 

표준 염분값을 구한 후, 측정한 각 전기전도도 교정점에서의 수온값을 기준함수에 

적용시켜 전기전도도를 구함.

○ 전기전도도는 수온, 염분 및 수심에 대한 함수이고, 측정환경은 대기압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수심(압력 = 0 db)은 무시함.

○ 실용염분눈금-78의 기준함수에 의한 표준 전기전도도의 불확도 모델식은 다음과 

같음.

CX = CCOND + δCT + δCP + δCRT

CX : 전기전도도 표준값

CCOND : 전기전도도 측정값의 산란

δCT : 측정점의 온도에 의한 전기전도도 보정

δCP : 측정점의 압력에 의한 전기전도도 보정

δCRT : 염분측정기의 전기전도도 비에 의한 전기전도도 보정

가) 전기전도도 측정값의 산란 (COND )

○ 전기전도도의 산란에 의한 불확도는 표준화된 염분측정기로부터 염분 데이터를 읽

은 후 전기전도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반복도 혹은 산란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값의 평균의 표준편차를 의미함.

○ KIOST에서의 전기전도도 측정은 AUTOSAL Salinometer(GUILDLINE, 8400B)를 

사용하여 전기전도도 값을 200회 측정할 경우 보통 0.000015임.

나) 측정점의 온도에 의한 불확도 (T )

○ 전기전도도는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용 항온조의 온도 변화에 따라 전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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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가 변하게 되는 데,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불확도 T

는 다음과 같음.

T = 0.000022 / = 0.000013 S/m

다) 측정점의 압력에 의한 불확도(P )

○ 전기전도도의 함수는 온도, 염분 및 압력에 대한 변수이고 전기전도도 및 염분의 

측정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측정점의 압력에 의한 불확도 P 는 0 임.

P = 0 S/m

라) 염분측정기의 전기전도도 비 RT에 의한 불확도 (RT )

○ 제조사에서 제공한 전기전도도 비 (2RT)의 정확도는 ±0.00001 이고 실용온도눈금

-78에 의한 전기전도도 비에 의한 불확도 RT 는 다음과 같음.

RT = 0.000305 / = 0.000176 S/m

(3) 합성표준불확도 (C)

○ 표준 염분에 의한 합성표준불확도는 다음과 같음.

C = [2
SAL + 2

A + 2
BATH + 2

SSW]1/2

= [ 0.0001432 + 0.00122 + 0.0002 + 0.00052 ]1/2

= 0.00131

○ 표준 전기전도도에 의한 합성표준불확도는 다음과 같음.

C = [2
COND + 2

T + 2
P + 2

RT]1/2

= [ 0.0000152 + 0.0000132 + 0.0002 + 0.0001762 ]1/2

= 0.000177 S/m

(4) 확장불확도 및 불확도 보고

(가) 표준 염분에 대한 확장불확도 및 불확도 보고

○ 확장불확도 U 는 합성표준불확도 C에 적용범위인자 를 곱하여 표기되며, 이때 

값은 t-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함.

○ 확장불확도 U 는

U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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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며, 확장불확도를 신뢰수준 약 95 % 으로 표현하면, t-분포표에서 자유도

가 73 일 경우 k = 1.960 ∼ 2.01 이내에 분포하므로 근사적으로 k ≃ 2 임.

○ 확장불확도 U 는 표준 염분에 의한 확장불확도는 다음과 같음.

U = 2 × 0.0013

= 0.0026 (신뢰수준 약 95 %,  = 2)

○ 표준 염분에 의한 불확도 추정은 다음과 같음(표 2-1-17).

불확도 인자 추정값 표준불확도

염분 측정값의 산란 (SAL ) 0.000143 0.000143

염분측정기에 의한 불확도 (A ) 0.002 0.0012

염분측정기의 액체항온조 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BATH ) 0.00000016 0.000

IAPSO 표준해수에 의한 불확도(SSW ) 0.001 0.0005

합성표준불확도(k = 1) 0.0013

확장불확도(k = 2) 0.0026

표 2-1-17. 염분측정기로부터 측정한 표준 염분에 의한 불확도 추정

(나) 표준 전기전도도에 대한 확장불확도 및 불확도 보고

○ 확장불확도 U 는 합성표준불확도 C에 적용범위인자 를 곱하여 표기되며, 이때 

값은 t-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함.

○ 확장불확도 U 는

U = ·C

로 표현되며, 확장불확도를 신뢰수준 약 95 % 으로 표현하면, t-분포표에서 자    

유도가 203 일 경우 k = 1.960 ∼ 1.984 이내에 분포하므로 근사적으로 k ≃ 2 임.

○ 확장불확도 U 는 표준 전기전도도에 의한 확장불확도는 다음과 같음.

U = 2 × 0.000177 S/m

= 0.000354 S/m (신뢰수준 약 95 %, k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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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전기전도도에 의한 불확도 추정은 다음과 같음(표 2-1-18).

불확도 인자
추정값

(S/m)

표준불확도

(S/m)

전기전도도 측정값의 산란 (COND ) 0.00015 0.000015

측정점의 온도에 의한 불확도 (T ) 0.000022 0.000013

측정점의 압력에 의한 불확도(P ) 0.000 0.000

염분측정기의 전기전도도 비 RT에 의한 불확도 (RT ) 0.000305 0.000176

합성표준불확도(k = 1) 0.000177

확장불확도(k = 2) 0.000354

표 2-1-18. 표준 전기전도도에 의한 불확도 추정

2.4. 기타분야 기준기의 성능 평가 및 측정 불확도

○ 수온, 염분 및 수심 분야 외 해양장비의 해양표준 분야는 pH, 광(Transmissometer,

Fluorescence, PAR) 분야, 유속 및 유향, 수중음향, 파고, 수밀(수압) 및 전기(전압,

전류, 저항)분야 등이 있음.

○ 이 가운데 전기 분야 외 해양표준 분야는 국가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정 및 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로 보내는 실정으로 수압(수밀) 및 파고 분

야는 기존 설비를 보강하여 해양표준을 보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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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수압(수밀) 분야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 수압(수밀)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2-1-24와 같음.

국 제 표 준

(국가해양표준)

공기압

발생장치
 고압 압력 챔버 챔버 제어부

그림 2-1-24. 수압(수밀)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 수압(수밀) 시험장비는 그림 2-1-25와 같음.

그림 2-1-25. 수압(수밀) 시험장비, 압력 챔버(좌)와 챔버 제어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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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표 준

(국가해양표준)

표준파고

발생장치
 파고(파랑) 기준기 제어부

그림 2-1-26. 수압(수밀)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2.4.2. 파고(파랑) 분야 해양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

○ 파고(파랑)분야의 표준 소급성 유지 체계도는 그림 2-1-26과 같음.

○ 파고(파랑) 교정장치는 그림 2-1-27과 같음.

그림 2-1-27. 파고(파랑) 교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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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기의 상호 비교

3.1. 온도분야 기준기의 상호 비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의 표준백금저항온도계 상호비교교정

▪ KRISS와의 상호비교교정을 통해 KIOST에서 해양장비 온도 센서 교정에 사용되

는 기준온도계인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교정·측정(CMC) 능력을 평가함.

▪ 해양과기원은 KRISS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백금저항온도계(FLUKE 5699, S/N

0246)를 상호간 비교 교정했음(그림 2-1-31).

▪ 먼저 해양과기원에서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교정한 후, KRISS에서 교정하여 교

정결과를 상호 비교함.

▪ 상호비교교정 결과, 교정기관의 수행도 평가기준 En 값이 0.1 이내로 기준 값을 

만족하여 해양과기원의 온도분야 기준기(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교정·측정 능력

이 KRISS와 동일한 수준임을 입증함(표 2-1-19, 그림 2-1-29～31).

그림 2-1-28. KIOST에서 교정(수은, 물, 갈륨 고정점 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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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온도

(℃)

측정결과

En 값KIOST KRISS 편차

측정값

(Rt/RTPW)

불확도

(℃)

측정값

(Rt/RTPW)

불확도

(℃)

저항비

 차이
온도(℃)

-38.8344 0.8441696 0.8441688 0.0000008 0.00019 0.07 

-30 0.8797760 0.8797760 0.0000000 0.00000 0.00 

-20 0.9199610 0.9199600 0.0000010 0.00025 -0.09 

-10 0.9600210 0.9600210 0.0000000 0.00000 0.00 

0 0.9999600 0.002 0.9999600 0.002 0.0000000 0.00000 0.00 

10 1.0397770 1.0397770 0.0000000 0.00000 0.00 

20 1.0794710 1.0794710 0.0000000 0.00000 0.00 

29.7646 1.1181143 1.1181143 0.0000000 -0.00001 0.00 

표 2-1-19. 상호비교교정 결과

그림 2-1-29. KIOST와 KRISS의 상호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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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0. 표준백금저항온도계 KRISS 상호비교 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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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 표준백금저항온도계 KIOST의 상호비교 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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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와의 해양관측장비(SBE 37IM) 상호비교교정

▪ 해양과기원은 JAMSTEC과 SBE 37IM을 상호비교교정 함(그림 2-1-32).

▪ 먼저 JAMSTEC에서 교정을 완료(2011. 9. 26)한 후, KIOST에서 재차 교정(2011. 11.

2) 함으로서 상호비교교정을 실시하였음.

▪ JAMSTEC은 SBE 37IM의 제조사로부터 전체 교정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교정 시

스템은 자동화 되어 있음.

▪ 상호비교교정 결과, KIOST의 교정용 액체 항온조의 안정도가 JAMSTEC의 교정

용 액체 항온조보다 약 10배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2-1-20).

그림 2-1-32. JAMSTEC 교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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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JAMSTEC

기준온도 (℃) 표준편차 (℃) 기준온도 (℃) 표준편차 (℃)

1.0058 0.000020 1.0000 0.000574

4.5027 0.000042 4.5000 0.000518

15.0073 0.000015 14.9999 0.000469

18.5065 0.000041 18.5000 0.000484

24.0055 0.000022 23.9999 0.000265

29.0087 0.000009 28.9999 0.000133

32.4995 0.000038 32.5000 0.000131

Average 0.03 mK Average 0.4 mK

표 2-1-20. KIOST와 JAMSTEC 보유의 액체 항온조 성능 비교

▪ 각 교정점에서의 편차를 비교해보면, KIOST와 JAMSTEC의 편차가 모두 ±0.00010℃

이내였으며, 편차의 최소, 최대 및 편차 절대 값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KIOST의 

교정결과가 JAMSTEC 보다 약 2배가량 더 좋게 평가되었음(표 2-1-21, 그림 2-1-33,

표 2-1-22).



－ 71－

KIOST 

온도기준값

(℃)

SBE 37IM

Frequency (N)

SBE 37IM

Temperature (℃)

Residuals 

(℃)

 1.0000 576549.2  1.00003  0.00003 

 4.5000 492348.5  4.49994 -0.00006 

15.0000 312762.8 15.00006  0.00006 

18.5000 270569.1 18.49999 -0.00001 

24.0000 216774.5 23.99998 -0.00002 

29.0000 178311.9 28.99997 -0.00003 

32.5000 156051.8 32.50003  0.00003 

JAMSTEC

온도기준값

(℃)

SBE 37IM

Frequency (N)

SBE 37IM

Temperature (℃)

Residuals 

(℃)

 1.0000 576384.0  1.00002  0.00002 

 4.5000 492208.0  4.49994 -0.00006 

14.9999 312679.0 14.99999  0.00009 

18.5000 270499.0 18.49990 -0.00010 

23.9999 216721.0 23.99997  0.00007 

28.9999 178272.0 28.99981 -0.00009 

32.5000 156018.0 32.50004  0.00004 

표 2-1-21. KIOST(위)와 JAMSTEC(아래) 교정결과 비교

그림 2-1-33. KIOST와 JAMSTEC의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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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parameter
KIOST JAMSTEC

Rmin (℃) -0.00006 -0.00010 

Rmax (℃)  0.00006  0.00009 

|R|ave (℃)  0.00003  0.00007 

Rstd (℃)  0.00004  0.00008 

표 2-1-22. KIOST와 JAMSTEC의 Evaluation parameter 비교

○ SEABIRD 제조사와의 해양관측장비(SBE 3plus) 상호비교교정

▪ 해양과기원은 제조사와 SBE 3plus를 상호비교교정 하였음.

▪ 먼저 제조사에서 교정을 완료(2011. 9. 26)한 후, KIOST에서 재차 교정(2012. 5. 11)

함으로서 상호비교교정을 실시하였음.

▪ 각 교정점에서의 편차를 비교해보면, KIOST와 제조사의 편차가 모두 ±0.00010℃ 이내

였으며, 편차의 최소, 최대 및 편차 절대값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KIOST의 교정결

과가 제조사 보다 더 좋게 평가되었음(표 2-1-23, 그림 2-1-34, 표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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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온도기준값

(℃)

SBE 3plus 

Frequency (Hz)

SBE 3plus

Temperature (℃)

Residuals

(℃)

-1.5000 2892.121 -1.50003 -0.00003 

 1.0000 3061.446  1.00006  0.00006 

 4.5000 3310.435  4.49999 -0.00001 

 8.0000 3573.746  7.99996 -0.00004 

11.5000 3851.792 11.50000  0.00000 

15.0000 4144.974 15.00007  0.00007 

18.5000 4453.664 18.49993 -0.00007 

22.0000 4778.283 22.00002  0.00001 

25.5000 5119.174 25.49999 -0.00002 

29.0000 5476.716 29.00004  0.00004 

32.5000 5851.241 32.49998 -0.00002 

제조사 

온도기준값

(℃)

SBE 3plus 

Frequency (Hz)

SBE 3plus

Temperature  (℃)

Residuals

(℃)

-1.5000 2891.925 -1.50002 -0.00002 

 1.0000 3061.274  1.00003  0.00003 

 4.5000 3310.292  4.50000  0.00000 

 8.0000 3573.615  7.99995 -0.00005 

11.5000 3851.666 11.50002  0.00002 

15.0000 4144.842 15.00010  0.00010 

18.5000 4453.517 18.49994 -0.00006 

22.0000 4778.107 21.49991 -0.00009 

25.5000 5118.996 25.50004  0.00004 

29.0000 5476.523 29.00008  0.00008 

32.5000 5851.036 29.49995 -0.00005 

표 2-1-23. KIOST(위)와 SBE 3plus 제조사(아래) 교정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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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 KIOST와 SBE 3plus 제조사 교정결과 residual

Evaluation

parameter
KIOST SBE

Rmin (℃) -0.00007 -0.00009

Rmax (℃) 0.00007 0.00010

|R|ave (℃) 0.00003 0.00005

Rstd (℃) 0.00004 0.00006

표 2-1-24. KIOST와 SBE 3plus 제조사의 Evaluation parameter 비교

3.2. 압력분야 기준기의 상호 비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의 분동식 압력 표준기 상호비교교정

▪ KRISS와의 상호비교교정을 통해 KIOST에서 해양장비 수심 센서 교정에 사용되

는 분동식 압력 표준기에 대한 교정·측정능력(CMC)을 평가함.

▪ 해양과기원은 KRISS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용 디지털 압력계(Paroscientific, 745-15k,

S/N 90064)를 상호간 비교 교정 했음(그림 2-1-35).

▪ 먼저 해양과기원에서 이동용 디지털 압력계를 교정한 후, KRISS에서 교정하여 

교정결과를 상호 비교함(그림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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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 상호비교용 압력 표준기와 디지털 압력계의 배치도

▪ 1 : 유압 압력 표준기

▪ 2 : 교정대상 장비

▪ 3 : 압력조절기

▪ 4 : 유압 배출용 압력조절밸브

▪ 5 : 대기압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와의 표준기 상호비교교정 결과 비교(그림 2-1-36).

▪ x 값 : 표준압력(MPa)

▪ y 값 : 전달용 게이지와의 편차(MPa)

KIOST

그림 2-1-36. KRISS와 KIOST의 3회 측정 결과 비교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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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교정 결과 교정기관의 수행도 평가기준 En 값이 1 이하로 적합함(표 2-1-25).

명목압력 (MPa) 불확도 (MPa, k = 2) 최대차이 (MPa) En 값

 7.0 0.008 0.0007 0.08
14.0 0.008 0.0015 0.18
21.0 0.008 0.0014 0.18
28.0 0.008 0.0012 0.14
35.0 0.008 0.0011 0.13
42.0 0.009 0.0009 0.10
49.0 0.009 0.0017 0.19
56.0 0.009 0.0017 0.19
63.0 0.009 0.0036 0.38
70.0 0.010 0.0058 0.59

표 2-1-25. 수행도 평가기준 En 값 산출

3.3. 염분분야 기준기의 상호 비교

○ SEABIRD 제조사와의 전기전도도 센서(SBE 4C)를 상호비교교정

▪ 해양과기원은 제조사와 SBE 4C(S/N 2372)를 상호비교교정 하였음(표 2-1-26).

▪ 먼저 제조사에서 교정을 완료(2010. 9. 21)한 후, KIOST에서 재차 교정(2013. 1. 23)

함으로서 상호비교교정을 실시하였음.

▪ 각 교정점에서의 편차를 비교해보면, KIOST와 제조사의 편차가 모두 ±0.00010 S/m

이내였으며, 편차의 최소, 최대 및 편차 절대값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KIOST의 교

정결과가 제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표 2-1-27, 그림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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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온도 

기준값

(℃)

KIOST

표준 염분

KIOST 

표준 전기전도도

(S/m)

SBE 4C

Frequency 

(Hz)

SBE 4C

전기전도도 

(S/m)

Residuals

(S/m)

 0.0000  0.0000 0.00000 2.65145 0.00000  0.00000

-1.0000 34.0621 2.74941 5.01141 2.74939 -0.00002

 1.0000 34.0621 2.91756 5.12046 2.91758  0.00003

15.0000 34.0621 4.18875 5.87936 4.18876  0.00001

18.5000 34.0621 4.52897 6.06629 4.52893 -0.00004

29.0000 34.0621 5.59251 6.61667 5.59257  0.00006

32.5000 34.0621 5.95915 6.79597 5.95911 -0.00004

제조사 온도 

기준값

(℃)

제조사 

표준 염분

KIOST 

표준 전기전도도

(S/m)

SBE 4C

Frequency 

(Hz)

SBE 4C

전기전도도 

(S/m)

Residuals

(S/m)

 0.0000  0.0000 0.00000 2.65140 0.00000  0.00000

-1.0000 34.8844 2.80955 5.05151 2.80957  0.00002

 1.0000 34.8857 2.98132 5.16203 2.98131 -0.00001

15.0000 34.8874 4.27941 5.93079 4.27939 -0.00002

18.5000 34.8874 4.62678 6.12005 4.62676 -0.00002

29.0000 34.8859 5.71243 6.67683 5.71251  0.00008

32.5000 34.8803 6.08589 6.85775 6.08583 -0.00005

표 2-1-26. KIOST(위)와 SBE 4C 제조사(아래) 교정결과 비교

그림 2-1-37. KIOST와 SBE 4C 제조사 교정결과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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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parameter
KIOST SBE

Rmin (S/m) -0.00004 -0.00005

Rmax (S/m) 0.00006 0.00008

|R|ave (S/m) 0.00003 0.00003 

Rstd (S/m) 0.00004 0.00004 

표 2-1-27. KIOST와 SBE 4C 제조사의 Evaluation paramete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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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 인정 및 유지

1. 국제공인 교정기관 인정제도

1.1. 적합성평가제도

1.1.1. 적합성평가 개요

○ 정부, 기업, 소비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의 안전, 품질, 신뢰성 및 호환

성 등의 특성들이 표준, 기술규정 및 기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입증하는 절

차를 적합성평가라 함(그림 2-2-1).

그림 2-2-1. WTO/TBT 권고 적합성평가 시스템

○ 이러한 적합성평가는 국가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요

소로서 그 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임.

○ 적합성평가기관은 시험분석 결과 등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 설비, 측정방법 등을 보유하여야 함.

○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량과 독립성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에 관한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적합성 평가체계에서 최상위 조직에 해당되는 인정기구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정부

에 의해 지정됨.

○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갖고 있으며,

ISO/IEC 17025 등의 국제규격을 인정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각 나라의 인정기구

는 적합성평가기관의 능력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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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내․외 인정기구 운영현황

○ 국내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기준에 따라 분야별 3개의 인정제도(KOLAS, KAS, KAB)

를 운영.

인정기구명 분  야 설립 비고

한국인정기구

(KOLAS)

시험･검사･교정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1993년

ILAC MRA

(2000.11)

한국인정원

(KAB)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996년

IAF MLA

(1999.11)

한국제품인정기구

(KAS)
제품인증기관 2007년

IAF MLA

(2007.10)

표 2-2-1. 국내 인정기구

▪ 시험소인정제도는 1992년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법률 을 근거로 도입 되었으

며, 1993년에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설립되었고 1999년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인정기구 설립에 관한 

법적근거가 확립되고 시험 교정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

▪ 한국인정원은 1995년 공업진흥청 산하 (사)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로 설립되었으

며, 2001년 현재의 인정기구로 승격. 2001년 7월에 설립된 한국제품인정기구

(KAS)는 제품인증기관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중(표 2-2-1).

▪ 현재 3개 인정기구는 각각 지역별 인정기구 협의체와 상호인정협정(ILAC MRA,

IAF MLA)을 체결하여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수용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음.

○ 국외 현황

▪ 전 세계 61개국 80개 인정기구가 적합성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국가간 상호

수용을 확대시키고자 국제협약(ILAC MRA/IAF MLA)에 가입.

▪ 이중 55개 국가는 단일 인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EU, 중국의 경우에는 

인정기구 통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인정기구 단일화를 완료하

였음(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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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정기구명 비고

미국

11개 : A2LA, NVLAP, IAS, 

ACLASS, LAB, PJLA, ASCLD/LAB, 

AIHA-LAP, FQS, ANSI, ANAB

연방정부 및 주정부

독립적 운영

캐나다 2개 : SCC, CALA
환경부

별도운영

호주 2개 : NATA, JAS-ANZ ILAC/IAF 별도 운영

일본 3개 : IAJapan, JAB, VLAC 경산성 외 타부처 미통합

한국 3개 : KOLAS, KAS, KAB 단일화 착수

태국
4개 : BLQS-DMSc, ONAC, 

BLA-DSS, NSC
부처별운영

표 2-2-2. 복수 인정기구 운영국가 현황

1.2. 한국인정기구 KOLAS 제도

1.2.1. 정의

○ 시험 검사 교정 능력은 그 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기술혁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일류화 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시험 검

사 교정능력의 뒷받침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함.

○ 정확한 시험 검사 및 교정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시험 검사 및 교정능력의 부족은 관련 정책의 효율

적인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선진국에서는 첨단 시험 검사능력을 무역상 기술 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

국이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수출시 수입국에서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수출 지연과 과다한 시험 검사비용 부담과 함께 시험분

석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

○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시험 검사 및 교정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

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준(시험 교정기관 : ISO/IEC 17025, 검사기

관 : ISO/IEC 17020, 표준물질생산기관 : ISO Guide 34, 메디칼시험기관 : ISO

15189)에 따라 시험 교정기관이나 검사기관의 품질 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

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및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하

는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제도를 운영.

○ KOLAS공인기관은 국제기준(ISO/IEC 17025, ISO/IEC 17020, ISO Guide 34,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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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9)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관리나 개

선을 통해 시험 검사 및 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외부에 입증하는 근거로 

제공.

○ 이러한 인정제도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을 통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인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교정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는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그대로 통용 가능함.

1.2.2. 배경

○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시험 검사 및 교정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

외에서의 수용을 확대시키고자 시험 검사 및 교정기관의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2년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법률 을 근거로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에 한국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를 설립하였음. 1999년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KOLAS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확립되고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

무를 수행 중.

○ KOLAS는 설립 이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도의 운영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시험 검사 교정기관들의 시험 측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꾸준히 실시해 온 결과, KOLAS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98년 10월에 APLAC-MRA에 가입한데 이어,

2000년 11월에는 ILAC-MRA에 가입하였음. 2011년 12월 31 현재 APLAC-MRA에

는 22개국 33개 시험기관 인정기구가, ILAC-MRA에는 61개국 74개 시험기관인정

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성적서를 상호인정하고 있음(표 2-2-3, 그림 2-2-2).

○ ILAC-MRA 및 APLAC-MRA 의 효과를 얻으려면 무역 상대국의 기술규정에 적합

한 시험능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적합성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규정에 맞는 시험 검사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

고, 시험요원의 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험 검사 교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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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ILAC

가입국
34 35 37 38 43 46 48 52 58 61

ILAC

가입기구
42 44 46 47 52 57 62 65 71 74

APLAC

가입국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APLAC

가입기구
27 28 29 31 32 32 32 32 32 33

표 2-2-3. ILAC/APLAC-MRA 가입국 및 기구 수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시험 교정 검사기관 
인정에 관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로서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시험소 인정시스
템 개발 및 무역촉진을 위한 시험기관 인정 장려 등의 업무 수행

※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시험기
관 인정협력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각 회원국간의 기술적 동등성에 대한 상
호승인 및 수용에 관한 업무 수행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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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ILAC-MRA 체결국 및 기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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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구분
개설횟수

(단위 : 회)

참여자

(단위 : 명)

평가사 4 62

내부심사자 4 91

ISO/IEC 17025 67 2,203

ISO/IEC 17020 9 274

정밀측정교육 24 752

표준물질생산기관 일반요건 2 60

표준물질 인증요건 2 60

측정불확도 추정 82 2,480

계 112 3,502

표 2-2-4. 2011년도 양성과정 운영 현황

1.2.3. KOLAS 제도 운영 현황

○ 목적

▪ 국내 시험 검사 교정기관들의 시험 측정능력을 향상시켜 KOLAS 공인성적서의 

국내 외 수용을 확대하고,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정부간 MRA를 

원활히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에 대한 국제화된 기본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 평가체제의 구축)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운영현황

▪ 교육과정 운영

- KOLAS는 적합성평가제도에 관련한 인적 자원의 이론적, 실무적 역량강화와 

국내외 동향 전파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의 인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표 2-2-4).

- KOLAS 보수교육은 평가사 보수교육과 공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구분하

여 운영. 2011년 수행된 보수교육은 총 32회가 개설되어 3,516명의 평가사와 

공인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였음(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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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구분
개설횟수

(단위 : 회)

참여자

(단위 : 명)

평가사
교정 3 298

시험, 검사 2 252

공인기관 관계자
교정 5 369

시험, 검사 22 2,597

계 소계 32 3,516

표 2-2-5. 2011년도 보수교육 운영 현황

▪ 인정제도 운영 현황

- 1998년 KOLAS가 설립된 이후, 2011년 12월 현재 KOLAS 공인기관은 608개로 성장(표 2-2-6).

구  분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

산기관

메디칼

시험기관

신규인정 29 13 2 - -

갱신인정 68 22 4 - -

확대인정 30 27 2 1 -

공인기관 총 수 399 191 46 8 8

표 2-2-6. 2011년도 인정평가 현황

(2011. 12. 31 현재)

-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및 메디칼시험기관의 기술분야별 인정현황은 

표 2-2-7∼11과 같음.

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역 학 148 광학 및 광도측정 10

화 학 211 의 학 5

전 기 100 생물학 46

열 및 온도 18 법과학시험 13

비파괴 6 OECD의 GLP 0

음향 및 진동 24

표 2-2-7. 2011년도 인정평가 현황

(2011. 12. 31 현재)

* 인정기관수: 1개 기관이 분야 중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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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길이 및 관련 량 92 음향 및 진동 13

질량 및 관련 량 133 광량 12

시간 및 주파수 25 전리방사선 8

전기·자기/전자파 59 물질량 8

온도 및 습도 55

표 2-2-8. 교정 분야별 인정 현황

(2011. 12. 31 현재)

*인정기관수: 1개 기관이 분야 중복 인정

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산업용 설비 및 기계 19 교통(운송, 여행) 2

공산품 및 소비제품 11 환 경 -

재료 및 제품 1 보건 및 의료 -

식품 및 농수산물 1 에너지 및 자원 9

건설 및 토목 2 산업안전 1

표 2-2-9. 검사 분야별 인정 현황 

(2011. 12. 31 현재)

*인정기관수: 1개 기관이 분야 중복 인정

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화학조성 6 공학적 특정 3

물리적 특정 1

표 2-2-10. 표준물질생산 분야별 인정 현황

(2011. 12. 31 현재)

*인정기관수: 1개 기관이 분야 중복 인정

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병리학 6 핵의학 6

표 2-2-11. 메디칼시험 분야별 인정 현황

(2011. 12. 31 현재)

*인정기관수: 1개 기관이 분야 중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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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KOLAS는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공인기관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분

야의 평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평가사 이외의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공인기관 평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표 2-2-12).

구 분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칼시험

선임평가사(명) 52 42 26 6 3

평가사(명) 117 85 32 7 -

평가사보(명) 256 68 48 6 -

기술전문가(명) 91 8 20 6 3

표 2-2-12. KOLAS 평가사 등록현황 

(2011. 12. 31 현재)

* 각 분야별 평가사는 중복될 수 있으며, 메디칼시험의 경우, 시범인정이므로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 중

▪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숙련도 비교시험

- KOLAS는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비교평가하고 문제점이 파악된 기관들에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시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KOLAS를 신청하는 기관은 신청분야의 대분류별 1회 

이상의 숙련도 참여 실적이 있어야 되며, 기 인정받은 공인기관은 중분류별 3

년에 1회 이상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KOLAS 인정분야의 다양화 및 특수성에 따라 국내 숙련도 실시 및 국외 숙련

도 프로그램이 계획이 없는 경우 또는 비교 숙련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KOLAS 사무국에 사전 계획 보고 후 한국계량측정협회(인증평가관리원)에서 

국내 유사기관들이 참여하는 시험기관간 비교 또는 시험자간 비교,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전문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 관리함.

○ KOLAS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정 지정시험기관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지정은 개별 법령에 의해 각 부

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는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구축, 시험장비의 관리, 시험결과의 품질관리 등 20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각 부처의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 지정기준은 

장비, 인력보유 등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경영시스템 및 기술요소가 누락되어 있음.

▪ 또한, 지정행위 자체도 국제기준(ISO/IEC 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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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 효력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

과 범위 내로만 국한되어 있어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 KOLAS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국제적으로 이미 

공인받은 KOLAS 인정체제로 통일하여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운

영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도록 타 부처와 실무회의 및 설명회 개최를 주

도하였으며, 법령개정 협의 요청 시 시험 검사기관 지정관련 조문을 국제기준에 

의한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음.

그 결과 국내법 중에서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 하고 있는 법령은 7개 부처 

26개 법령으로 확대됨(표 2-2-13, 표 2-2-14).

구 분 법정 시험기관 지정제도 KOLAS 인정제도

목 적

1. 규제목적을 위한 시험 

결과 취득 (안전, 

소비자보호 등)

2. 규제분야를 포함한 시험결과 신뢰성 향상 

및 국제통용

3. 중복시험검사 방지

근 거 4. 개별법

5. 국제기준적용 (ISO/IEC 17025, 17020 등 

30여개 국제기준)

6. 국가표준기본법

인정요건

7. 조직, 기술인력, 

시험시설, 시험장비, 

수수료 등 (10개 항목 

이내)

8. 품질시스템, 조직, 경영, 기술인력, 

시험장비, 샘플링 절차, 측정의 소급성유지 

등 (27개 항목)

시험분야 9. 개별규제 분야

10. 환경, 통신, 식품, 의학, 비파괴분야 등 

시험·검사분야의 규제 및 비 규제 망라 

(화학, 전기, 생물학 등 11개 분야)

시험결과

의 효력
11. 규제부처에 통용

12. 국내 KOLAS인정 시험검사기관 및 비 

인정기관도 시험결과 수용

13. 국제적으로(MRA 가입국간) 통용

표 2-2-13. 시험기관지정과 국제공인기관인정제도(KOLAS)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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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처명 법  령  명

1 국토해양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90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2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검사의뢰)

3 지식경제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형식 승인시험)

4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5 지식경제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6 지식경제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7 지식경제부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8 지식경제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9 지식경제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인증 대상 정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10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안전기관의 지정기준) 내용이 모호함

(1701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1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12 기획재정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13 국토해양부
위험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

제208조(위험물검사 등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14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고시)

15 행정안전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요건)

16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안전검사기관이 지정요건) 별표3

17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검사의 대행)

표 2-2-14.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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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부처명 법  령  명

18 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이 관한 검사 등)

19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18조(악취검사기관)

20 환경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1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오염도 검사기관)

22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23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5(고형 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정절차 등)

24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27조(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지정)

25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26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성능 및 재질검사기관)

7개부처 26개 법령

2. KIOST의 경영시스템

2.1. KIOST의 품질매뉴얼

○ 조직 내에서 품질에 미치는 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행정을 구성하거나 인용하고,

요구되는 경영시스템 규격인 KS Q ISO/IEC 17025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소를 포함.

▪ 조직의 품질방침, 절차 및 요구사항의 의사소통

▪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의 기술 및 실행

▪ 실천의 개선된 관리 및 보증활동의 원활화

▪ 경영시스템 심사를 위한 문서화된 기본사항 제공

▪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의 지속성 제공

▪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준수방법에 대한 인원의 교육훈련

▪ KS Q ISO/IEC 17025와 적합 여부를 실증하는 것과 같은 외부목적을 위한 경영

시스템의 표현

▪ 계약상황에서 요구되는 품질요구사항에 경영시스템이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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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품질방침서

○ KS Q ISO/IEC 17025 국제 규격 및 국가 교정기관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고객요

구사항과 규격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정품질을 확보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표 설정

▪ 교정기술의 국제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조

▪ 교정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 보장

▪ 고객감동의 서비스 혁신

▪ 운영 규정 및 절차의 준수

▪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경영 합리화

2.1.2. 일반사항

○ 국제공인 교정기관으로 인정받아 수행하는 측정기의 교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

○ 관련규격

▪ 국가 교정제도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 KS Q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인정을 위한 KOLAS 지침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 수행절차에 관한 규정

- 인정마크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 교정․측정능력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 ISO/IEC 17043

2.1.3. 경영요구사항(경영요건 15개 조항)

○ 조직

▪ 기관이 속해 있는 조직은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고객, 규제 기관 및 인정을 해주는 기관의 요

구를 만족

▪ 교정 활동에 참여 또는 영향을 미치는 모조직 내 주요 직원에 대한 책임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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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갖고 있는 경영 및 기술직원을 확보

▪ 내외부의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장

▪ 고객의 비밀정보 및 재산권 보호를 보장하는 방침 및 절차

▪ 기관 내에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

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

○ 경영시스템

▪ 교정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교정증명) 또는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과 합

의 된 수준 또는 관련규격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적합하도록 제공

▪ 교정기관에서 KS Q IOS/IEC 17025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규격에서 규정

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체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문

서화 한 것이 품질문서임

▪ 기관은 자신의 활동 범위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해야 함(그림 

2-2-3)

그림 2-2-3. 전형적인 경영시스템의 문서체계

○ 문서관리

▪ 경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면, 소프트웨어, 시방, 지침, 매뉴얼 뿐 아니라 

규정, 규격, 기타 규범 문서, 교정방법과 같은 모든 문서(내부 작성 문서 및 외

부 출처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 문서발행 전에 규정된 자로부터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최신판을 활용

○ 의뢰, 입찰 또는 계약검토

▪ 의뢰, 입찰 및 계약의 검토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 계약 검토 시 보장해야 할 사항

- 요구사항 규정, 문서화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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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원 보유

-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정 방법 선정

○ 교정의 위탁계약

▪ 업무와 관련된 고객과의 계약에 있어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교정, 업무 

과중,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등에 따라 교정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외

부기관(다른 국가교정기관)에의 위탁계약 절차에 대하여 적용

▪ 기관은 고객 또는 규제 당국이 위탁자를 활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위탁자의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교정에서 활용하는 모든 위탁자들의 등록부 및 해당 작업이 이 규격에 부합하다

는 증거를 기록으로 유지

○ 서비스 및 물품구매

▪ 교정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 및 기구의 수리 의뢰 등 서비스, 표준기 및 기

구 등의 물품선정, 구매 및 사용 절차에 대하여 적용

▪ 서비스 및 물품의 선정과 구매에 관한 방침 및 절차 구비

▪ 구매 물품 및 소모품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 및 기록 유지

▪ 공급자를 평가하고 기록 보유

○ 고객에 대한 서비스

▪ 고객 설문조사 절차, 방법 및 결과의 분석과 고객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문서화된 절차 보유 및 실행

▪ 수행한 작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협조

▪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분석 및 활용

○ 불만사항

▪ 고객 또는 기타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한 방침 및 절차 구비

▪ 불만의 유형, 조사 방법, 처리 절차 및 조사결과의 개선 활동 등을 규정한 문서

화된 불만처리 절차 보유 및 실행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 반복적인 불만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부적합 및 교정작업에 대한 관리

▪ 교정업무의 일부 또는 그 결과가 절차나 고객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

합한 교정업무의 처리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

○ 개선

▪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품질방침, 품질목표, 심사결

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에 대하여 적용

○ 시정조치

▪ 고객불만, 내부심사, 사후관리, 경영검토 등 교정관련 경영시스템의 방침 및 운

영에 있어 결함이나 부적합 사항이 발생된 경우의 시정조치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

▪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선정하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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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조치

▪ 경영시스템 또는 기술적 운영에 예상되는 부적합 사항의 잠재적 원인과 개선의 

기회를 파악하고 이용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대하여 적용

○ 기록관리

▪ 교정 업무와 관련한 품질 및 기술기록의 작성, 식별, 수집, 색인, 분류, 열람, 보

관, 유지, 폐기 절차에 대하여 적용

▪ 읽기 쉽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관 및 보존

▪ 전자매체로 된 기록의 보호 절차 구비

○ 내부심사

▪ 수립된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부합함을 검증

▪ 경영시스템이 해당되는 KS Q ISO/IEC 17025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점검.

▪ 조직의 품질 매뉴얼과 관련 문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모든 작업의 수준에서 적

용되는지의 여부 점검

▪ 내부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은 그 조직의 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

▪ 심사 대상 활동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실시

▪ 정해진 일정표와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경영검토

▪ 경영시스템과 교정 활동에 대한 검토

-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보장

- 필요한 변경 사항 또는 개선점을 도입

- 정해진 일정표와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경영검토 시 고려사항

- 방침과 절차의 적합성

- 경영 및 감독 직원의 보고서

- 최근 실시한 내부심사의 결과물

-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 시험소간 숙련도 시험 결과

- 작업의 양 및 형태의 변경

- 고객의 피드백

- 불만사항

-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 품질관리 사항, 자원 및 직원 훈련과 같은 기타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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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기술요구사항(기술요건 10개 조항)

○ 일반사항

▪ 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인

- 인적요인

- 시설 및 환경조건

- 교정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

- 표준기 및 장비

- 측정 소급성

- 교정대상 품목

- 교정결과의 품질보증

○ 직원

▪ 교정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격 인증에 대하여 적용

▪ 일정 수준 이상의 교정 능력을 지속적인 유지, 향상시키고 구축된 시스템의 효

과성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여야 함.

○ 시설 및 환경조건

▪ 교정 활동에 요구되는 장소와 조명, 에너지원 등의 시설 및 환경관리를 위한 절

차에 대하여 적용.

▪ 교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고, 쾌적한 관

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교정방법의 유효화

▪ 교정 항목에 대한 교정방법의 적용, 교정지침서 작성법 및 측정 불확도 추정 절

차에 대하여 적용.

▪ 유효성 확인이란 특별한 사용 목적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시험과 객관적 증거의 제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임.

▪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정해야 함.

▪ 고객이 이용할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그 유효성이 보장

되고 간주되는 다음의 방법들 중에서 선택함.

- 국제, 지역, 국가 규격으로 발간된 방법(ISO, IEC, APLAC, EC, KS 등).

- 저명한 기술기관이 발행한 방법(관련 단체규격, KASTO 표준교정절차서 등).

- 관련 과학 서적이나 잡지, 학회지 등에 공표된 방법(Metrologia 등 전문저널).

- 제조자들이 정한 적절한 방법(제조사 서비스 매뉴얼 등)

○ 장비

▪ 교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교정용 표준기, 표준물질, 보조 장비를 포함하여 필

요한 모든 부속기구에 대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에 적용.

▪ 장비는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에 의하여 조작되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및 유지

에 관한 최신 지침은 관련 직원이 이용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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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에 사용하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개별적으

로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측정의 소급성

▪ 소급성이란 명시된 불확도를 갖는 끊어지지 않는 비교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명

문화된 기준(통상적으로 국가 또는 국제표준)과 연결될 수 있는 측정 결과 또는 

표준값의 특성

▪ 소급성이 필요한 이유

-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측정 결과의 신뢰성 요구

- 측정 결과의 일치를 통한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

- WTO 협정의 정신인 Scientific Based을 전제

-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 확보

○ 샘플링

▪ 샘플링을 수반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샘플링 방법에 관한 요구 사항 등을 

기술한 절차

○ 교정대상품목 취급

▪ 교정 품목의 상태 및 고객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항을 포함한,

교정 품목의 운반, 수령, 취급, 보호, 저장, 보관 및 처분을 위한 절차

○ 교정결과의 품질보증

▪ 교정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외부 품질보증에 대하여 규정

-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내부 품질관리

- 교정기관 간 비교 또는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참가

- 인증표준물질 및 표준물질을 사용한 내부품질 관리

- 동일하거나 상이한 방법을 사용한 반복 교정

- 보관된 품목에 대한 재 교정

○ 결과보고

▪ 교정 및 일련의 교정의 결과는 정확하고, 분명하며, 애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교정 방법에서 기술한 세부 지침에 따라 보고

2.2. KIOST의 품질절차서

○ 품질절차서 정의 및 목적

▪ 품질 관련 활동의 전반적인 계획, 통제를 위한 문서

▪ 품질매뉴얼의 기초가 되며, 품질매뉴얼의 세부 이행 절차임

▪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부서 및 담당자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함.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까지 상세히 기술

- 관련 활동들 간에 적절히 통제

▪ 해당업무 주관 부서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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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시스템 심사의 기준

▪ 경영시스템에 대한 교육, 훈련 자료

▪ 절차서에 표현하지 못하는 업무 수행은 지침서, 표준서, 기준서 등으로 하부 문

서를 구성함.

○ 품질절차서 구조

▪ 적용범위

▪ 목적

▪ 용어의 정의

▪ 책임과 권한

▪ 업무절차(세부절차)

▪ 관련절차서

▪ 첨부

- 업무 Flow

- 양식

○ 품질절차서 목록

▪ KIOST의 교정분야 품질절차서 목록은 25항목으로 아래와 같음.

품질절차서 번호 제    목

KIOST－CP－01 배상책임

KIOST－CP－02 독립성 보장 및 활동

KIOST－CP－03 비밀정보 및 재산권보호

KIOST－CP－04 문서관리

KIOST－CP－05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KIOST－CP－06 의뢰, 입찰 및 계약 검토

KIOST－CP－07 교정위탁

KIOST－CP－08 서비스 및 물품구매

KIOST－CP－09 고객 서비스 및 불만처리

KIOST－CP－10 부적합 교정 작업의 관리

KIOST－CP－11 개선

KIOST－CP－12 시정조치

KIOST－CP－13 예방조치

KIOST－CP－14 기록관리

KIOST－CP－15 내부심사

KIOST－CP－16 경영검토

KIOST－CP－17 직원관리 및 교육

KIOST－CP－18 시설 및 환경조건

KIOST－CP－19 교정방법 및 유효성 확인

KIOST－CP－20 불확도 추정

KIOST－CP－21 장비관리

KIOST－CP－22 측정의 소급성

KIOST－CP－23 교정품목관리

KIOST－CP－24 품질보증

KIOST－CP－25 결과보고

표 2-2-15. KIOST의 품질절차서 목록



－ 99－

2.3. KIOST의 교정지침서

○ 업무의 상세 기술을 하는 것으로 절차서처럼 누가 언제의 서술은 불필요하고 주로 

무엇을 어떻게를 중심으로 서술함.

○ 품질매뉴얼 및 품질절차서에서 규정된 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한 문서로 항목별로 작성.

○ 교정지침서 목록

▪ KIOST의 교정지침서 목록은 압력 2항목, 온도 3항목으로 아래와 같음.

교정지침서 번호 제    목

KIOST－IP－01 게이지압용 압력계(유압식 디지털 압력계)

KIOST－IP－02 압력 변환기/전송기(유압식 압력 변환기/전송기)

KIOST－IT－01 온도/지시/기록/제어장치(저항식 디지털 온도계)

KIOST－IT－02 저항식 온도계(표준백금저항온도계)

KIOST－IT－03 온도변환기(주파수 출력형 온도변환기)

표 2-2-16. KIOST의 교정지침서 목록

3. 국제공인 교정기관 인정 추진현황

3.1. KOLAS 인정 신청 

○ KOLAS 인정절차는 해당관련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법정교육이수와, 환경

평가 및 숙련도시험(측정심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후 문서접수를 신청할 수 있음.

○ KIOST의 교정분야 KOLAS 인정절차에 따른 진행일정은 그림 2-2-4와 같음.

그림 2-2-4. KIOST의 KOLAS 인정절차에 따른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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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OST의 KOLAS 인정 신청 분야는 표 2-2-17과 같음.

분 야 측정량/장비 비    고

압력
․ 게이지압용 압력계(유압식 디지털 압력계)

․ 압력변환기/전송기(유압식 압력 변환기/전송기)

․ 경영경영자 : 김은수

․ 품질책임자 : 강동진(정),

황근춘(부)

․ 기술책임자 : 황근춘(정),

강동진(부)

․ 교정실무자 : 이정한,

이승훈

온도

․ 온도/지시/기록/제어장치(저항식 디지털 온도계)

․ 저항식 온도계(표준백금저항온도계)

․ 온도변환기(주파수 출력형 온도 변환기)

표 2-2-17. KIOST의 KOLAS 인정 신청 분야

3.2. KOLAS 인정 추가 신청 계획

○ 염분 및 전기전도도 분야

▪ 교정기관 인정 준비 및 신청 : 2013년

▪ 교정기관 인정 : 2014년 인정 목표

○ 수압 및 수밀 분야

▪ 교정기관 인정 준비 및 신청 : 2013년

▪ 교정기관 인정 : 2014년 인정 목표

○ 파고 및 파랑 분야

▪ 교정기관 인정 준비 및 신청 : 2014년

▪ 교정기관 인정 : 2015년 인정 목표

4.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 유지 방안

○ 국제공인 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후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최초인정 후 1년,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

○ 갱신평가 이후에는 24개월 이내에 사후관리 실시

▪ 갱신평가 및 환경평가는 공인기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신청해

야 함.

○ 숙련도시험(측정심사)은 3년에 1회 이상 참가 

▪ 숙련도시험(측정심사)의 기간 산정은 결과보고서의 공문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함.

○ 보수교육 3년에 1회씩 실시

▪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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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정 분야별 품질 목표

○ 2013년 초 압력과 온도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 교정기관으로 인정이 유력시되며 인

정 신청 분야별 품질 목표는 표 2-2-18과 같음.

○ 현재 인정 신청 분야별의 교정․측정능력은 국내에서 최고 수준으로서 선진 국제

해양표준 대표기관의 품질에 준한 목표 설정 및 이행이 필요함.

대분류 중분류 측정량/장비 분류번호 측정범위

교정·측정능력

(신뢰수준 약 95 %,

k = 2)

2. 질량 및  

   관련량
204. 압력

게이지압용 

압력계

(유압식 디지털 

압력계)

20413 (0.03 ∼ 70) MPa 6.0 × 10-5

압력 

변환기/전송기

(유압식 압력 

변환기/전송기)

20416 (0.03 ∼ 69) MPa 6.3 × 10-5

5. 온도 및 

습도
501. 온도

온도 

지시/기록/제어장치

(저항식 디지털 

온도계)

50103 (-5 ∼ 35)℃ 3.2 mK 

저항식 온도계

(표준백금저항

온도계)

50106 (-5 ∼ 35)℃ 2 mK 

온도변환기

(주파수 출력형 

온도 변환기)

50110 (-5 ∼ 35)℃ 3.2 mK 

표 2-2-18. KIOST의 KOLAS 인정 신청 분야별 품질 목표

4.2. KOLAS 교육

○ KOLAS 교정기관의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교정실무자는 자질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 관련법 및 기준

▪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표준물질 인증제도 운영요령

▪ KOLAS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102－

○ 교육과정은 공통교육,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함(표 2-2-19).

과정명 주요내용
교정기관 교육 대상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실무자

공

통

교

육

사이버 교육
 - KOLAS 제도 및 기본이론

 - 국제기준의 이해 및 적용
○ ○ ○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 실무적용

 - 내부심사, 경영검토

 - 인정로고 사용기준

 - 소급성 지침 등

○ ○ ○

전

문

교

육

측정불확도 

추정

 - 통계이론

 - 불확도 추정 및 분야별 사례분석
○ ○

정밀 

측정교육

 - 압력(이론 : 50 %, 실습 : 50 %)

 - 온도(이론 : 50 %, 실습 : 50 %)
○

보수교육  - 3년에 1회씩 보수교육 실시 ○ ○ ○

표 2-2-19. KOLAS 교육이수 요건

○ KOLAS 교육이수 현황은 표 2-2-20과 같음.

일련

번호
성 명 교 육 명 교 육 기 간(일수) 교 육 기 관 비  고

1 김은수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2011.03.02~03.04(3일) 한국계량측정협회 합격증·수료증

측정불확도 추정 2011.06.15~06.17(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2 강동진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2011.03.23~03.25(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측정불확도 추정 2011.06.21~06.23(3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합격증·수료증

측정불확도 추정 2011.10.26~10.28(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3 황근춘
측정불확도 추정 2010.09.01~09.03(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2011.03.23~03.25(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4 이정한

정밀측정(압력분야) 2010.03.24~03.26(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합격증·수료증

정밀측정(온도분야) 2010.04.27~04.30(3일) 한국계량측정협회 합격증·수료증

측정 불확도 추정 2010.06.07~06.09(3일) 한국계량측정협회 합격증·수료증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2010.07.14~07.16(3일) 한국계량측정협회 합격증·수료증

5 이승훈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2012.01.17~01.19(3일) 한국계량측정협회 합격증·수료증

측정불확도 추정 2012.02.22~02.24(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정밀측정(온도분야) 2012.03.20~03.22(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정밀측정(압력분야) 2012.05.22~05.24(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정밀측정(압력분야) 2012.09.25~09.27(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합격증·수료증

6 신진선

측정불확도 추정 2011.02.22~02.24(3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합격증·수료증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2011.03.23~03.25(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측정불확도 추정 2012.02.22~02.24(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정밀측정(온도분야) 2012.03.20~03.22(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정밀측정(압력분야) 2012.05.22~05.24(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7 문초롱 측정불확도 추정 2011.10.26~10.28(3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증·수료증

표 2-2-20. KOLAS 교육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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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 숙련도시험이란 인정기구 또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균질한 시료의 시험기관간 

비교방법을 통하여 시험 수행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써 KOLAS 공인기관은 중분류 

기준으로 3년에 1회 이상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야 함.

○ 숙련도 시험의 종류

▪ 측정심사(Measurement comparison scheme) : 특성값을 알고 있는 기준시료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시험,측정 능력을 평가함.

▪ 시험․교정기관간 비교(Inter-laboratory testing scheme) : 둘 또는 그 이상의 시

험교정기관이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시험물에 대하여 시험을 

구성 및 수행하고 평가함.

○ 시정조치

▪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공인교정기관은 즉시 불만족 결과에 대한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 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공인교정기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KOLAS 인정기구 사무

국에 제출하여야 함.

○ 교정기관의 수행도 평가기준

En=
x-X

U lab
2+ U ref

2

▪ Ulab는 참가자들의 시험결과의 불확도, Uref는 기준시험기관의 설정값의 불확도,

x는 참가시험기관의 측정값 및 X 는 기준시험기관의 설정값.

▪ 교정기관의 수행도 평가는 En 값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En｜ ≤ 1 = 만족

｜En｜ ＞ 1 = 불만족

○ KIOST 교정분야 숙련도 시험(측정심사) 현황 

신 청 분 야 압력(204) 온도(501)

심 사 항 목
Digital Pressure Gauge

(유압)

저항식 온도계

(표준백금저항온도계)

모델명/기기번호 745-15k/90064 5699/0246

범       위 0 kPa ~ 70 MPa Hg ~ Ga 영역 고정점 교정

심 사 기 간 2012. 8. 20 ~ 2012. 9. 19 2012. 8. 20 ~ 2012. 9. 19

심 사 기 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결       과 En 값이 기준값 범위를 만족함 En 값이 기준값 범위를 만족함

비       고 2015년 8 ~ 9월에 숙련도 시험(측정심사) 실시 예정

표 2-2-21. KIOST 교정분야 숙련도 시험(측정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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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양관측기기 교정 및 검정

1. 교정 및 검정의 정의 및 대상기기의 선정

1.1. 교정 및 검정의 정의

○ 일반적으로 검정(檢定)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의 품질에 관하여 그것이 정해진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인정하는 일”임. 즉,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검정은 “해양관측장비의 품질이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

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판단하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교정(校正)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

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임. 따라서 해양 관측 장비에 대한 교정은 “해양관측장비가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품질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기 위해 관계식을 제공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볼 때, 교정을 위해서는 우선 검정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검정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

여 적합한 경우에는 교정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

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교정의 절차를 거쳐 검정을 

통과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장비의 검정은 실내의 특별한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검사 시설에서 장

비에 대한 기준의 합치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해양 조사·관측 장비는 대부분이 

실내가 아닌 현장에서 사용됨. 현장에서는 주변 온도의 심한 변화, 진동, 충격, 장

기간 사용 시 fouling에 의한 오염 등 장비의 운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함. 이러한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비교적 장

비의 운용 환경이 좋은 실내(실험실)에서 얻어지는 성능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성

능을 보일 수 있음.

○ 즉, 실내에서 검정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측을 위

해 요구되는 장비의 성능에 비해 우수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해양 

관측 장비의 대부분은 현장에 고정 설치되어 운용되므로 이들 장비의 검정이 현

장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해양관측장비의 검정 작업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장비에 대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정의 절차 전과 후에 이루어지는 검정의 절차를 교정의 절차와 함

께 교정으로 이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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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정 및 검정 대상기기의 선정

○ 해양장비의 분류에 따른 해당되는 장비는 아래 표 2-3-1에 나타냈음.

No. 장비 분류 해당 장비명

1 해수특성

CTD system, 다항목수질측정장비, 수질분석기, Water 

Quality Recorder, C/CT/T/P 센서, DO meter, pH sensor, 

Turbidity Meter(Sensor), Depth(Pressure) Recorder, 

Fluorometer, Thermosalinograph, Salinometer, 기타센서 등

2 해류특성
Doppler Current Meter, 유속계, 초음파 해류계, ADCP, 

LADCP, RDCP, 유향유속계 등

3 조위·파고
Water Level Recorder, 검조의, 파고계, 파고 및 조석계, 

조석기록계, 조위측정기 등

4 수중음향

깊이측정기, 음향측심기, Side Scan Sonar, Sparker 

system, Sub-Bottom Profiler, Multibeam Echosounder, 

Hydrophone, Acoustic Release 등

5 기상·대기관측
기상관측기, 풍속계, Weather Station, 공기시료채집기, 

구름입자계수기, 대기입자농도계수기, 오존측정기 등

6 지자기·중력 Gravity meter, Magnetometer 등

7
위치측정·

원격탐사

GPS, HF Radar, Gyro Compass, Radar, Beacon, 모션

센서, 위성측위기, USBL, LIDAR 등

8 수중카메라 수중카메라, 수중 비디오카메라 등

9 샘플채집장비 채수기, 채니기, 코어러, 채집망 등

10 분석·실험장비
Mass Spectrometer, Water Analyzer, Gas Chromatograph, 

Spectrophotometer, TOC Analyzer, Microscope 등

11 계측장비
Tension tester, Radiometer, 저울, Waveform generator, 

주파수분석기 등

12 전산장비 Workstation, Digital Recorder, Software 등

13 기타 선박, 윈치 등

표 2-3-1. 해양장비의 분류별 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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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OST에서 보유중인 현장관측장비는 1,152대, 실험실 장비는 1,999대, 기타 연구시설

은 34대, 총 3,185대로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2012. 12. 31)은 아래 표 2-3-2와 같음.

○ 해수특성 중 CTD는 102대, YSI는 5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류특성 중 초음파 도

플러 유속계는 190대, 조위․파고특성 중 수압식 파고계는 106대를 보유하고 있음.

연구 시설 및 장비 대수

현장관측장비

해수특성 256

해류특성 235

조위ㆍ파고특성 135

지형ㆍ지층 65

기상ㆍ대기 52

지자기ㆍ중력 32

위치 63

영상 14

음향특성 29

시료채취 87

통신장비 62

기타 현장관측 122

소 계 1,152

실험실장비 1,999

기타 연구시설    34

총 계 3,185

표 2-3-2. 현장관측장비 보유현황

○ KIOST에서 보유중인 주요 현장관측장비중 해수특성, 해류특성, 조위․파고특성을 

중심으로 온도(수온), 압력(수심, 조위․파고) 및 전기전도도(염분)에 대한 교정항목

별 교정 및 검정대상기기를 선정하였음(표 2-3-3).

교정항목 교정대상기기(건)

온도(수온) 292

압력(수심, 조위․파고) 272

전기전도도(염분) 187

계 751

표 2-3-3. 교정항목별 교정대상기기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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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관측기기의 교정절차

2.1. 온도분야의 교정절차 및 측정불확도 추정

○ 온도 분야의 교정절차 및 측정불확도 산정에 있어서 해당되는 해양관측기기는 다

음과 같음.

▪ 디지털 온도계 : 해양관측기기의 출력 형식이 실제 온도를 지시하거나 자체 메

모리에 저장되는 타입을 말함.

▪ 온도변환기 : 해양관측기기의 출력 형식이 주파수 형태로 지시하는 타입을 말함.

▪ 저항식온도계 : 수온 교정용 기준기로 사용되는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말함.

○ 해양분야에 있어서 수온을 관측하는 기기는 대부분 디지털 온도계로 디지털 온도

계의 교정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저항식온도계인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교정

절차는 제시한 기준기의 성능평가와 동일함.

2.1.1. 디지털 온도계의 교정 절차 및 측정불확도 추정

2.1.1.1 교정대상기기의 교정항목, 측정 범위 및 교정방법

○ 교정항목 : 디지털 온도계 (측정센서 포함)

○ 측정범위 : -5℃ ∼ 35℃

○ 교정방법 및 교정기기 : 기준온도계와 액체 항온조에서 비교교정

2.1.1.2 교정에 필요한 장비 명세 및 최소 성능

○ 교정에 필요한 장비 명세 및 최소 성능은 표 2-3-4와 같음.

장 비 명 수량 장비 성능

물의 삼중점 셀 1 불확도 : 0.1 mK(신뢰수준 약 95 %, k = 2)

물의 삼중점 셀 보관함 1
사용온도 : 0℃

안정도 : ±5 mK (제조사 매뉴얼)

기준온도계

(표준백금저항온도계)
1 불확도 : 2 mK(신뢰수준 약 95 %, k = 2)

비교교정 액체항온조 1 

안정도 : 0.1 mK (0℃, 20℃, 35℃)

수평균일도 : 0.1 mK (0℃, 20℃, 35℃)

수직균일도 : 0.2 mK (0℃)

             0.1 mK (20℃, 35℃)

저항브릿지 1 정확도 : ±5 μK (제조사 매뉴얼)

표준저항보관용 액체항온조 1 안정도 : 0.2 mK (23℃)

직류/교류 표준저항 1 불확도 : 0.1 μΩ/Ω(신뢰수준 약 95 %, k = 2)

표 2-3-4. 교정에 필요한 장비 명세 및 최소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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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준비사항

○ 교정 장비 점검

▪ 교정에 참여하는 모든 장비(교정에 필요한 장비 명세 및 최소 성능)는 사용 전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함.

○ 측정 장비 예열

▪ 교정에 사용되는 각종 측정 장비는 교정 전 한 시간 전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분

히 안정화되게 함.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 점검 및 검사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정상 유무를 먼저 검사함. 온도센서를 포함한 교정인 

경우 교정실 환경에서 전원이 인가되는 상태일 때 지시온도가 대략 실내온도인

가를 확인함.

○ 측정센서 세척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 외관 검사 및 점검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교정대상 디지

털온도계의 측정센서를 세척함.

○ 기준온도계(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정상유무 확인

▪ 기준용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물의 삼중점에서 저항값을 측정하여 정상유무를 

확인함. 이때 사용하는 물의 삼중점은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실현된 것이어야 

함. 측정한 물의 삼중점 저항값을 물의 삼중점 셀의 압력효과에 의한 보정을 통

해 보정된 삼중점 저항값을 구함. 보정된 삼중점 저항 값으로 온도-저항비 테이

블을 새롭게 구하여 기준온도계의 온도를 보정함.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 측정센서와 기준온도계의 설치

▪ 측정센서의 온도 감지부는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에 외부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

록 최대한 깊이 삽입하며,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감지부와 기준온도계의 

온도 감지부를 항온장치 내의 온도균일 지역의 같은 위치에 설치함.

2.1.1.4. 교정방법 및 세부 교정절차

○ 교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의 기록은 본 지침서의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데이터 기

록지에 기록함.

○ 기준온도계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 감지부를 항온장치 내의 항온지역에  

가능한 같은 깊이 및 위치에 설치함.

○ 항온장치의 온도를 교정하려는 온도에 설정하고 저항브릿지를 통해 읽은 표준백금

저항온도계 저항 값의 30분 동안 표준편차가 약 5 μΩ(0.05 mK)이하로 유지될 경

우, 항온장치의 온도가 충분히 안정이 된 것이며 측정을 시작함.

○ 측정은 기준온도계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를 번갈아 가며 3회 이상 측정하도록 

함. 기준온도계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는 각각 측정값의 샘플링 주기가 다르고 

컴퓨터에서 측정값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릿지를 통해 읽은 표준백금저항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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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저항 값의 표준편차가 10분 동안 동일하게 약 5 μΩ(0.05 mK)의 이하로 유지된 

경우의 컴퓨터에 저장된 기준온도계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측정값을 교정데

이터로 사용함.

2.1.1.5. 교정 데이터의 처리

○ 측정값 평균

▪ 기준온도계를 이용하여 기준온도를 측정한 결과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를 이

용하여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10분 동안 측정값을 평

균하도록 함. 10분 동안 기준온도계는 16회,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는 60회 측

정함.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기준온도계로 이용하여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를 

–1.5℃ 에서 32.5℃ 구간에서 비교 교정한 예는 다음 표 2-3-5와 같음.

항온조

지시

온도

[℃]

기준 온도계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

측정값 평균(16회)

[℃] 

표준편차

[℃]

측정값 평균(60회)

[℃]

표준편차

[℃]

-1.500 -1.51545  0.000080 -1.51251 0.000256 

 1.000  0.99426 0.000023 0.99678 0.000231 

 4.500  4.49524 0.000018 4.49720 0.000219 

 8.000  8.00191 0.000034 8.00356 0.000181 

11.500 11.50542 0.000018 11.50698 0.000172 

15.000 14.99955 0.000024 15.00118 0.000163 

18.500 18.50245 0.000014 18.50401 0.000111 

22.000 22.12856 0.000019 22.13032 0.000105 

25.500 25.50006 0.000050 25.50189 0.000120 

29.000 28.99117 0.000030 28.99310 0.000105 

32.500 32.50804 0.000095 32.50986 0.000091 

표 2-3-5. 기준온도계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비교교정 결과

○ 교정결과 편차값 계산

▪ 표 2-3-6의 결과에서 -1.5℃에서 32.5℃ 구간에서 편차값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

계에서 기준온도계의 온도를 빼주어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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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값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 – 기준온도계

○ 평균 및 표준편차의 계산 

▪ 표 1은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기준온도계로 하고 디지털온도계(측정센서는 서미

스터, 분해능은 0.0003℃)를 교정대상기기 온도계로 비교 교정한 결과임.

○ 교정성적서 작성

▪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기준온도계로 하고 디지털온도계(측정센서는 서미스터,

분해능은 0.0003℃)를 교정대상기기 디지털온도계로 비교 교정한 결과로부터 표 

2-3-6의 교정결과를 얻음.

항온조 지시온도

[℃]

편차값(=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 – 기준온도계)

[℃]

-1.500 0.0029 

 1.000 0.0025 

 4.500 0.0020 

 8.000 0.0016 

11.500 0.0016 

15.000 0.0016 

18.500 0.0016 

22.000 0.0018 

25.500 0.0018 

29.000 0.0019 

32.500 0.0018 

표 2-3-6.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 교정결과(측정센서는 서미스터, 분해능 0.0003℃)

2.1.1.6 불확도 계산

(1) 불확도 모델식 및 요소

∆     (식 2-3-1)

∆ : 편차온도 [℃]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 측정값 [℃]

 : 기준온도계의 온도 측정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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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표준불확도 관계식

○ 편차온도의 합성표준불확도 ∆는 위의 식 2-3-1로 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됨.

∆    

○ 위의 식의 각 인자를 형성하는 표준불확도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3) 표준불확도 산출

(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 측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음 식으로 표현됨.

         

1) 온도의 반복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우연효과에 의해 교정대상기기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의 차이가 가지는 

불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예에서는 10분 동안 60회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

여 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60회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62.7 % 구간에서의 t-분포를 적용함.

이때의 t는 1.01 임.

○ 표준불확도, 

▪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인 경우로 예를 들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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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교정점에서 온도 반복 측정 횟수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  ℃

○ 자유도, 

▪ 통계적 방법으로 표준불확도를 구하였으므로 자유도는 아래와 같음.

      

2)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분해능에 따른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분해능에 의한 인자임.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최대 변화량의 크기를 사용하므로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분해능이 0.0003℃이므로 표준불확도는 아래와 같음.

 

℃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  ℃

○ 자유도, 

▪ 자유도는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

3)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장기안정도에 따른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디지털온도계의 측정센서의 장기안정도에 따른 인자로써 제조회사의 지

시값을 적용함. 이 예에서는 디지털온도계의 6개월 장기안정도가 0.001℃ 이므

로, 1년 장기안정도로 0.002℃ 값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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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최대 변화량의 크기를 사용하므로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0.001115℃

○ 자유도, 

▪ 제조사의 지시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

4)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master clock error에 따른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교정대상 온도계의 master clock error는 제조사의 지시치를 적용함. 이 예에서는 

디지털온도계의 master clock error는 0.00016℃로 주어졌으므로 이 값을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최대 변화량의 크기를 사용하므로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0.000092℃

○ 자유도, 

▪ 제조사의 사용을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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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는 위 (가)의 1) ∼

4)항까지의 각 인자를 합성하여 구함.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일때 구한 표준

불확도는 아래와 같음.

         

    

 ℃

(나) 기준 온도계의 온도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 기준온도계의 온도 측정에 따른 불확도는 다음과 같은 인자에 의해서 결정됨.

          

     

1) 기준 온도계의 반복 측정값에 의한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표준백금저항온도계로 측정한 온도의 차이가 가지는 불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예에서는 10분 동안 16회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평균의 표준편차

를 구하여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16회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68.3 % 구간에서의 t-분포를 적용함.

이때의 t는 1.03 임.

○ 표준불확도, 

▪ 기준온도계의 반복측정에 따른 불확도 값은 다음과 같음. 본 지침서에서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인 경우로 예를 들면 

  ×





  



  


 ×   ℃

 = 16(교정점에서 온도 반복 측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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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1 X 0.000024 = 0.000024℃

○ 자유도, 

▪ 통계적 방법으로 표준불확도를 구하였으므로 자유도는 아래와 같음.

      

2) 기준 온도계 자체의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교정성적서의 불확도는 0.002℃(k = 2)임.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교정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   ℃

○ 자유도, 

▪ 교정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3) 기준 온도계의 장기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기준기로 사용한 표준백금저항온도계는 고정점 교정직후, 사용빈도 및 사용온도

에 따라 온도계의 교정값이 변화함.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장기안정도는 제조사

의 제시값 0.5 mK를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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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분포

▪ 제조사의 사용을 적용하였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1 × 0.000289℃ = 0.000289℃

○ 자유도, 

▪ 제조사의 제시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

4) 기준기의 저항브릿지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표준백금저항온도계와 표준저항의 저항비를 읽는 저항브릿지의 불확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도인자임. 저항브릿지의 제조사 사용설명서에 정확도

(accuracy)는 ±5 K 으로 제시되어있음. 비교교정의 경우 이 값을 브릿지의 확

장불확도(k = 2)로 생각할 수 있음.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제조사의 사용을 적용하였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1 × 0.000003℃ = 0.000003℃

○ 자유도, 

▪ 제조사의 제시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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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기의 표준저항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교정에 사용되고 있는 브릿지는 절대저항을 직접 읽지 않고 저항비를 측정하므

로 표준저항의 온도에 따른 변화등과 교정된 불확도를 평가해주어야 함. 온도변

화에 따른 절대값의 변화는 표준저항이 교정될 때 포함되므로 성적서 상에 명

시된 불확도만 고려해줌. 교정성적서의 표준저항의 확장불확도는 0.3 μΩ/Ω(신뢰

수준 약 95 %에서 k = 2)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교정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Ω
  Ω

○ 감도계수, 

▪ 이것은 기준온도계의 측정점에서의 저항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값을 나타내는데,

2.1.1.3. 에서 보정된 삼중점 저항값으로 새롭게 구한 온도-저항비 테이블을 이용함.

▪ 각 기준온도의 측정점에서의 감도계수는 아래 식으로 구함(표 2-3-7).

  저항비  저항비×교정후물의삼중점저항값


기준온도

[℃]

T1

[℃]
R1 저항비

T2

[℃]
R2 저항비

감도계수

[℃/Ω]

-1.51545  -2 0.991983 -1 0.995972 9.856082 

 0.99426  0 0.999960  1 1.003947 9.862123 

 4.49524  4 1.015900  5 1.019882 9.874228 

 8.00191  8 1.031821  9 1.035798 9.886345 

11.50542 11 1.043749 12 1.047722 9.895441 

14.99955 15 1.059635 16 1.063604 9.907580 

18.50245 18 1.071537 19 1.075502 9.916694 

22.12856 22 1.087390 23 1.091350 9.928859 

25.50006 25 1.099266 26 1.103223 9.937993 

28.99117 28 1.111132 29 1.115085 9.947137 

32.50804 32 1.126936 33 1.130884 9.959343

표 2-3-7. 각 측정점에서의 감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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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도 기여량, 

▪ 각 측정점에서의 감도계수와 표준저항의 표준불확도를 곱하여 기준기의 표준저

항에 의한 불확도를 평가함(표 2-3-8).

○ 자유도, 

▪ 교정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임.

측정점 [℃] 감도계수 [℃/Ω] 기준기의 표준저항에 의한 불확도[℃]

-1.51545  9.856082 0.000001478

 0.99426 9.862123 0.000001479

 4.49524 9.874228 0.000001481

 8.00191 9.886345 0.000001483

11.50542 9.895441 0.000001484

14.99955 9.907580 0.000001486

18.50245 9.916694 0.000001488

22.12856 9.928859 0.000001489

25.50006 9.937993 0.000001491

28.99117 9.947137 0.000001492

32.50804 9.959343 0.000001494

표 2-3-8. 기준기의 표준저항에 의한 불확도  

6)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온도안정도가 0.2 mK 일 때, 표준저항의 저항변

화는 표준저항의 온도계수에 의해 결정됨. 표준저항의 온도계수는 매뉴얼이나 

최초 교정성적서에 기재되어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표준저항의 온도

계수가 2 × 10-6℃-1 이고, 공칭저항값이 100 Ω인 표준저항을 액체항온조에 보관 

할 경우 불확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ΔR = 0.2 × 10-3℃ × (100 Ω × 2 × 10-6℃-1) = 4 × 10-8 Ω

이 됨. 저항브릿지는 온도계의 저항값과 표준저항의 저항값의 비(=RSPRT/RS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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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비교기임. 따라서, 표준저항의 저항값 변화량 ΔR 은 브릿지의 측정값

을 변화시키며, 공칭저항값이 25.5 Ω인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사용하고 있으므

로 그 변화량  ΔD는 다음과 같음.

ΔD = [RSPRT/RSR]-[RSPRT/(RSR+ΔR)]=[25.5/100]-[25.5/(100 + 4 × 10-8)]

= 1.02 × 10-10

ΔD를 저항값으로 환산한 후 온도로 계산하면

Δt = (RSR × ΔD)/(dR/dt)=(100 × 1.02 × 10-10)/0.1 Ω/℃ = 1.02 × 10-7℃

= 0.0001 mK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온도안정도는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1.02 × 10-7℃ /  = 0.0001 mK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1 × 0.0001 mK = 0.0001 mK

○ 자유도, 

▪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하면,    

 
 



  임.

7)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간변화(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간변화에 따른 온도 안정도의 불확도를 나타내

는데, 교정에 사용된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안정도는 

0.0001℃ 임.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시험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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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

○ 자유도, 

▪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임.

8)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위치변화(수평균일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위치변화에 따른 수평온도 구배도의 불확도를 나

타내는데, 교정에 사용된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수평 균

일도는 0.0001℃ 임.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시험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

○ 자유도, 

▪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임.

9)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깊이변화(수직균일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깊이 변화에 따른 수직온도 구배도의 불확도를 

나타내는데, 교정에 사용된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수직 

균일도는 0.000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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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시험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

○ 자유도, 

▪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10) 기준 온도계의 온도 측정에 따른 합성표준불확도, 

▪ 기준온도계의 온도 측정에 따른 합성표준불확도 는 위 (나)의 1) ∼ 9)항까

지의 각 인자를 합성하여 구함.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일때 구한 합성표준

불확도는 아래와 같음.

 











℃

(다) 합성표준불확도, 

▪ 디지털온도계 비교 교정시 합성표준불확도는 기준기온도계 측정과 관련된 합성

불확도 와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의 온도측정과 관련된 합성불확도 를 

합성하여 구하면 됨. 본 지침서에서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인 경우로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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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주어짐. 이때 합성표준불확도의 유효자유도는

 













∞











▪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에서의 불확도 총괄표는 표 2-3-9와 같음.

양



추정값



표준불확도



감도계수



불확도기여량

 

확률

분포

자유도



 32.50986℃ 0.001162℃ 1 0.001162℃ 정규 ∞

 - 0.000012℃ 1 0.000012℃ t 분포 59

 - 0.000087℃ 1 0.000087℃ 정규 ∞

 - 0.001155℃ 1 0.001155℃ 직사각형 ∞

 - 0.000092℃ 1 0.000092℃ 직사각형 ∞

 32.50804℃ 0.001088℃ 1 0.001088℃ 정규 261

 - 0.000024℃ 1 0.000024℃ t 분포 15

 - 0.001000℃ 1 0.001000℃ 정규 200

 - 0.000289℃ 1 0.000289℃ 직사각형 ∞

 - 0.000003℃ 1 0.000003℃ 직사각형 ∞

 - 0.000002 Ω
9.959343℃/

Ω
0.000001℃ 정규 200

 - 0.000000℃ 1 0.000000℃ 정규 200

 - 0.000100℃ 1 0.000100℃ 정규 200

 - 0.000100℃ 1 0.000100℃ 정규 200

 - 0.000200℃ 1 0.000200℃ 정규 200

∆ 0.0018℃ - - 0.001579℃ 정규 1241

표 2-3-9.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에서의 불확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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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장불확도 계산

○ 확장불확도는 각 교정점에서 합성표준불확도를 계산한 후 포함인자(coverage

factor, k)를 곱하여 표기함. 포함인자는 약 95 % 신뢰수준에서 유효자유도가 충분

히 크므로 포함인자 k는 2를 택함. 따라서

U = k × uc

= 2 × 0.001579

= 0.0032℃

2.1.1.7. 불확도 결과 보고

○ 디지털온도계의 경우 불확도는 디지털온도계의 분해능에 맞추어 보고하도록 함. 따

라서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표준기로 하여 디지털온도계를 –1.5℃ 에서 32.5℃ 까

지 교정한 결과의 확장 불확도는 약 95 %의 신뢰수준에서 0.0032℃ (k = 2, 정규

분포) 임.

2.1.1.8. 교정성적서 작성법

○ 교정성적서에 일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뢰자(기관명, 주소), 교정번호(Cer. No.)

▪ 교정되는 기기의 종류, 제작회사 및 형식

▪ 교정일자

▪ 교정환경(온도 및 상대습도, 교정장소)

▪ 측정표준의 소급성

- 교정방법 및 소급성 서술

- 교정에 사용한 표준장비 명세

▪ 교정결과 

▪ 측정불확도 (신뢰수준 약 95 %, k = 2)

▪ 기타의견 및 참고사항

▪ 부   록

2.1.1.9. 디지털온도계 교정성적서 작성 예

○ 디지털온도계의 교정성적서와 교정결과(표 2-3-10, 표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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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번지

Tel : (031) 400-6431, Fax : (031) 400-7654

성적서 번호 :

Certificate No.
KOLAS 로고

페이지 (  1  ) / ( 총 2 )

Page of Pages

사용장비명
Description

제작회사 및 형식
Manufacturer and Model

기기번호
Serial Number

교정유효일자
Cal. valid until

교정기관
Calibration 
Laboratory

표준백금저항온도계 Fluke 5683 4258 2012-07-14 KRISS

표준저항 100 Ω Tinsley 5685A 15241/10 2012-05-11 KRISS

저항브릿지 ASL F900 014583/03 교정불필요 -

주파수카운터 Agilent 53220A MY50000866 2012-10-23 KRISS

1. 의 뢰 자 (Client) 
   기 관 명 (Nam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    소 (Address)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2. 측 정 기 (Calibration Item)
   기 기 명 (Description) : 디지털온도계
   제작회사 및 형식 (Manufacturer & Model) : SEABIRD, SBE 911plus
   기기번호 (Serial No.) : 09P13278-0426
3. 교정일자 (Date of Calibration) : 2012.05.11                           
4. 교정환경 (Environment)

   온    도 (Temperature) : (23.0 ± 0.8)℃   습    도 (Humidity) : (48 ± 3) % R.H.
 교정장소 (Location) :  ■ 고정표준실(KIOST Lab.)  □ 이동교정(Mobile Lab.)  □ 현장교정(On 
site Calibration)

5. 측정표준의 소급성 (Calibration Traceability)
   교정방법 및 소급성 서술 (Calibration method and/or brief description) :

 상기 기기는 온도 지시/기록/제어장치의 교정지침서(KIOST-IT-01)에 따라 국가 측정표준으로부터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기를 사용하여 교정 되었음.

   교정에 사용한 표준장비 명세 (List of used standards/specifications)

6. 교정결과 (Calibration Results) : 

   다음 쪽 “교정결과” 참조

7. 측정불확도 (Measurement Uncertainty) : U = 3.2 mK (신뢰수준 약 95 %, k = 2)

확   인

(Affirmation)

작성자 (Measurements performed by)

성  명 (Name) :    이 정 한    (서 명)

승인자 (Approved by)

직  위 (Title) : 기술책임자(정)

성  명 (Name) :    황 근 춘   (서 명)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

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

의 교정결과입니다.

(The above calibration certificate is the accredited calibration items by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which signed the ILAC-MRA.)

                                                     년      월       일

                   한국인정기구 인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인)  
(주) 이 성적서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온도, 습도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는 무효가 됩니다.

표 2-3-10. 디지털 온도계 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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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 결 과

CALIBRATION RESULTS

성적서 번호 :

Certificate No. KOLAS 로고
페이지 (  2  ) / ( 총 2  )

Page of Pages

 ○ 장비품명 : 디지털온도계

 ○ 제작회사 및 형식 : SEABIRD, SBE 911plus

 ○ 기기번호 : 09P13278-0426

 ○ 온도영역 : (-1.5 ∼ 32.5)℃

 ○ 분해능 : 0.000 3℃

Cal.  

Point

기준온도계

[℃]

교정대상 디지털온도계

[℃]

보정값

 [℃]

1 -1.515 45  -1.512 51 -0.002 9 

2  0.994 26  0.996 78 -0.002 5 

3  4.495 24  4.497 20 -0.002 0 

4  8.001 91  8.003 56 -0.001 6 

5 11.505 42 11.506 98 -0.001 6 

6 14.999 55 15.001 18 -0.001 6 

7 18.502 45 18.504 01 -0.001 6 

8 22.128 56 22.130 32 -0.001 8 

9 25.500 06 25.501 89 -0.001 8 

10 28.991 17 28.993 10 -0.001 9 

11 32.508 04 32.509 86 -0.001 8

확장불확도 : 3.2 mK (신뢰수준 약 95 %, k = 2)

                                                 -끝-.

표 2-3-11. 디지털 온도계의 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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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압력분야의 교정절차 및 측정불확도 추정

○ 압력계는 출력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 압력계와 압력 전송기로 분류함.

▪ 디지털 압력계 : 해양관측기기의 출력 형식이 실제 압력을 지시하거나 자체 메

모리에 저장되는 타입을 말함.

▪ 압력전송기 : 해양관측기기의 출력 형식이 주파수 형태로 지시하는 타입을 말함.

○ 해양분야에 있어서 수심 및 조위․파고를 관측하는 기기는 대부분 디지털 압력계

이므로 디지털 압력계의 교정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2.2.1. 디지털 압력계의 교정절차 및 측정불확도 추정

2.2.1.1. 교정대상기기의 교정항목, 측정 범위 및 교정방법

○ 교정항목 : 디지털 압력계

○ 측정범위 : (0.03 ∼ 70) MPa

○ 교정방법 및 교정기기 : 분동식 압력 표준기를 사용

2.2.1.2. 교정에 필요한 장비 명세 및 최소 성능

○ 교정에 필요한 장비 명세 및 최소 성능은 표 2-3-12와 같음.

장  비  명 수 량 장 비 성 능

유압 분동식 압력계

(표준기)
1

․ Oil Deadweight Piston Gauge_5301 / DH

․ 압력측정범위 : 0.03 ∼ 140 MPa

디지털 압력계

(피교정기)
1

․ RPM4_A70M / FLUKE

․ 압력측정범위 : 0 ∼ 70 MPa

대기압계 1
․ RPM4_BA100Ks / FLUKE

․ 압력측정범위 : 70 ∼ 110 kPa

온 ․ 습도계 1 ․ Thermo Hygrometer_1620A / FLUKE

높이게이지 1
․ 높이 게이지 / Mitutoyo

․ (0 ∼ 300 / 0.01) mm

전원 공급 장치 1 ․ DC Power Supply_E3634A / Agilent

표 2-3-12. 교정에 사용된 장비명세 및 성능

▪ 압력 표준기는 분동식 압력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표준기의 정확

도는 피교정기 정확도의 2 ∼ 4배 이상이 되어야 함. 다만 교정대상 기기의 종

류와 정밀정확도에 따라 위 장비와 대치 가능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온도계

는 0.1℃ 까지 측정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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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아날로그 및 디지털 압력계의 구성

○ 지시형 압력계는 압력계에 가해진 압력에 대응하는 압력 단위의 출력을 보이는 장

치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압력계로 구분됨. 아날로그 압력계는 압력이라는 물리량

을 연속적인 출력신호로 보여 주는 압력계로 전통적인 부르돈관 압력계 등을 포함

한 바늘 지시형 압력계를 말함. 디지털 압력계는 이에 대응하는 압력계로 임의의 

출력 값이 지시계 최소값의 정수배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중간 값을 취하지 않는 

압력계를 가리킴. 이들 모두 압력의 단위로 출력을 나타내는 완전한 형태의 측정

계기로 그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치로 구성됨.

▪ 아날로그 압력계의 구성

- 기계식 압력센서 및 지시 장치

- 전기식 압력센서 및 아날로그 지시계

- 전기식의 경우 전원, 아날로그 처리 및 지시 모듈

▪ 디지털 압력계의 구성

- 압력변환기

- 아날로그 처리 모듈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 디지털 처리 모듈

- 디지털 지시기

- 전원(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2.2.1.4. 교정준비

○ 장비설치

▪ 피교정 장비는 열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 교정하기 전에 교정실에서 켜둠.

▪ 장비는 가급적 직접적인 태양광선에의 노출을 피해야함.

▪ 장비를 깨끗이 유지 관리해야함.

▪ 피교정 장비는 가급적 사용표준기와 가까이 설치

▪ 두 장비의 기준 높이는 가급적 비슷하게 하고 기준 높이차를 기록, 보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작업체의 규격(위치, 토크, 예비가열 등)을 참고하여 설치

○ 교정방법

▪ 가급적 교정절차는 히스테리시스, 선형성, 반복성 평가 등 고객의 요구조건을 반

영하도록 해야 함. 고객의 요구와 피교정기의 예상되는 정확도에 따라 적합한 

교정절차를 적용해야 함.

▪ 기본교정절차(basic calibration procedure)

- 기본교정절차는 예상되는 피교정기의 측정 불확도(k = 2)가 전체눈금에 대해 

0.2 % 보다 큰 장비에 적용함. 교정은 6개의 측정점에 대해 압력을 증가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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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면서 1회 수행. 반복도는 1점(보통 전체눈금의 50 % ∼ 60 %인 점)에 대

해 3회 반복 측정하여 추정함.

▪ 표준교정절차(standard calibration procedure)

- 표준교정절차는 예상되는 피교정기의 측정 불확도(k = 2)가 전체눈금에 대해 

0.05 % 이상, 0.2 % 이하인 장비에 적용함. 교정은 11개의 측정점에 대해 압력

을 증가 및 감소시키면서 1회 수행 반복도는 4점 (보통 전체눈금의 0, 20, 50,

80 % 인 점)에 대해 3회 반복 측정하여 추정함.

▪ 종합교정절차(comprehensive calibration procedure)

- 종합교정절차는 예상되는 피교정기의 측정불확도(k = 2)가 전체눈금에 대해 

0.05 % 보다 작은 정확한 장비에 적용함. 교정은 11개의 측정점에 대해 압력을 

증가 및 감소시키면서 3회 수행함.

○ 기준 장비의 요구사항

▪ 국가 압력표준에 소급성이 있어야함.

▪ 기준 장비의 불확도는 교정 대상 장비의 불확도 보다 작아야함. 보통 불확도 비

는 2배 이상이 바람직함.

○ 장치 배치

▪ 액체매질에서의 게이지압 측정

- 압력 매질로는 세바게이트 오일을 사용하며, 요구압력은 유압발생기 혹은 수동

나사식펌프를 이용하여 제어함.

- 장치 배치(그림 2-3-1).

그림 2-3-1. 액체 매질에서의 게이지압 측정을 위한 교정배치도

- 1. 유압 압력 표준기

- 2. 교정대상 장비(실제 사용 시와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것)

- 3. 압력조절기

- 4. 유압 배출용 압력조절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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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기압계

2.2.1.5. 교정 순서

○ 사전준비

▪ 피교정 장비는 열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 교정하기 전에 교정실에서 켜둠.

▪ 교정 준비를 위한 점검사항.

- 전기접촉부의 양호성(전기적 연결부가 있을 경우).

- 기기의 청결한 상태.

- 표준기 및 피교정기의 기준 높이를 찾음.

- 기준 높이 차를 최소화.

- 토그에 예민한 장치는 제조업체의 지시사항을 따름.

○ 교정절차

▪ 교정 절차의 3단계 수행과정.

- 압력 측정점 수를 점검.

- 제조업체의 규격에 따라 기기를 조정.

- 기기를 전체측정범위나 구간에 따라 적절히 교정.

- 여기서 피교정기의 조정과정은 고객의 동의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정성

적서에 결과가 보고되어야 함.

▪ 초기 점검

- 교정대상기기의 장기변화율을 결정하려면 조정 전에 기계의 상태에 대한 정보

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사용자가 기기의 조 단계의 교정

의 수행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함.

- 기기를 작동시키고 압력의 상한값으로 가압한 후 최소 1분 동안 그 압력을 유

지하기를 적어도 2회 반복함.

- 첫 번째 가압시 얻은 지시값이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

- 기기의 지시값을 측정구간의 0 %, 50 %, 그리고 100 %에서 읽음.

▪ 조정

- 만약 기기의 반응이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 지시형 압력계의 경

우 표시되는 압력과 적용된 압력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기의 조정을 수행함. 교정실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

어져야 함.

- 사용자가 보통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점, 최대점, 또는 중간점 조정 가변저항

기를 이용한 출력조정.

- 고객의 동의에 따른 기술설명서 정보에 부합되는 가변저항기, 교정곡선의 기

억장치 등을 이용한 내부조정.

☞ 주의 : 이 작업은 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정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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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피교정기 보다 더 정확한 교정시스템

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함.

▪ 교정

- 사용될 교정절차방법은 피교정기의 예상되는 측정의 불확도에 따라 3가지 중 

하나로 선택됨. 각 교정점에서 최소한 다음 자료는 기록되어야 함.

- 압력표준값 또는 계산에 필요한 요소들(질량값, 피스톤온도 등)

- 피교정기의 지시값

- 영향을 주는 요소 값(온도, 대기압)

- 피교정기의 확인을 위한 일련번호

- 측정장치에 포함된 출력신호 장치의 확인을 위한 일련번호.

○ 결과 보고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압력계의 경우 교정 결과는 다음 표 2-3-13로 나타냄.

표준기 피교정기(3)

작용압력


(1)

작용압력


(2)

지시압력



표준편차
편차

 

측정불확도

(k = 2)

SI단위 지시계단위 지시계단위 지시계단위 지시계단위 지시계단위

가압

감압

표 2-3-13. 아날로그 및 디지털 압력계의 교정결과 표현 양식

- 표준기로부터 계산된 피교정기의 기준높이에서의 압력(파스칼 단위로 나타냄).

- 피교정기의 기준높이에서의 압력, 피교정기의 압력 지시단위로 나타냄.

- 피교정기의 압력 지시단위로 나타냄.

2.2.1.6. 측정불확도

○ 측정불확도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표준기의 사용조건에 따른 불확도 (예 : 교정성적서, 장기안전성, 환경조건 등).

▪ 반복성에 의한 불확도

▪ 피교정기의 분해능에 따른 불확도

▪ 피교정기의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불확도

▪ 피교정기와 표준기 사이의 수두보정에 의한 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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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도 표 2-3-14의 측정불확도  는 신뢰수준 약 95 %의 확률로 가능한 좁은 

간격을 유지해야 함. 포함인자 k는   k · 로 정의되며 관련된 확률 분

포가 정상분포이면 는 , 즉  k = 2 로 취급해야함.

○ 불확도의 분류

▪ A 형 : 그 값과 표준 불확도는 반복이 가능한 상태 하에서 통계적 방법에 의해 

결정됨.

▪ B 형 : 그 값과 표준불확도는 다른 정보를 근거로 하여 결정됨.

- 기존의 측정 자료 (예를 들면 형식승인서 등)

- 기기와 재질의 성질과 거동에 대한 경험과 기본 지식

- 제조업자의 규격

- 교정성적서나 다른 성적서

- 핸드북으로부터의 참고자료

○ 지시형압력계의 불확도 계산

▪ 수학적 모델식

∆             

- 여기서, ∆ : 디지털 압력계의 지시값의 평균에 대한 오차

  :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의 지시값의 3회 반복 측정한 가압과 감압

의 평균값

 : 표준압력

   :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의 영점에 의한 오차

 :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의 반복성에 의한 오차

 :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의 히스테리시스에 의한 오차

▪ 단일값에 대한 오차구간 명시

- 각 교정 압력에 대한 오차구간 표시에 추가하여 교정 범위 내에서 최대오차구

간에 대한 명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규정된 최대 허용오차와의 부합성을 

확인해야 함.

▪ 불확도에 있어 중요한 특성치 결정

- A형 불확도는 보통 실험표준편차로 나타냄.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측정기기의 

경우 특히 가압과 감압을 분리해서 평가되어야 할 때에는 단 세 개의 측정점 

만이 사용가능하므로 이 값들이 정상분포라는 가정은 보통 정당화되지 못함.

그러므로 다음에 주어지는 몇 가지 간단한 공식들은 통계적 가정에 근거를 갖

고 있지 못하지만 경험적으로 표준편차의 대용으로 적합함. 이런 공식들의 이

용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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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능(resolution, )

- 디지털압력계는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지시계가 한 눈금 이상 변하지 않는다면 

분해능은 그 눈금간격 과 일치함. 따라서 반폭변화구간 반폭 a = 분해능/2, 직

사각형분포로 하여 불확도를 추정함.

▪ 영점오차(zero error, )

- 는 영점오차로 측정 전에 보통 조정되는데 측정 사이클 전과 후에 반드시 기

록되어야 하며, 영점은 부하를 완전히 제거한 후 측정하여야 함. 영점오차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첨자는 1 ∼ 6회 측정 중 영점을 읽은 값을 의미함.

  max   

▪ 반복도(repeatability, ′)
- 반복도(repeatability) ′은 설치가 변하지 않았을 때 측정시리즈에서 반복 측정

된 값들 사이의 차이로부터 결정되며 영점에 의해 보정된 값으로부터 구함.

′       
   

′       
   

′ ′  ′

▪ 재현성(reproducibility, )

- 재현도는 재설치 후에 측정이 수행될 경우 사용됨. 만일 세 번째 사이클이 재

현성 검사에 사용되었다면 아래의 식과 같이 됨.

    

     

   

▪ 히스테리시스(hysteresis, reversibility, )

- 히스테리시스는 가압과 감압 시에 측정되는 지시값의 출력차로부터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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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교정데이터의 처리

○ 교정데이터의 처리

▪ 피교정기 :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

▪ 범위 : 0 ∼ 70 MPa

▪ 분해능 : 0.0001 MPa

▪ 기준온도 : 23℃

○ 교정절차

▪ 교정 전에 기기를 2 회 1분간 최대압력으로 유지함.

▪ 표준기와 피교정기의 기준면 높이차를 0 m으로 조정함.

▪ 교정 온도 = 23.6 ± 0.2℃

▪ 사이클의 비교측정이 실행되었다(종합교정절차).

○ 기준장비

▪ 표준기는 유압 분동식 압력계로 피스톤/실린더 온도  , 대기압  , 대기온

도  , 공기밀도  ( ,  , 60 % R.H)임. 피교정기의 기준면에서의 표준 

압력의 측정불확도는 아래와 같음.

    ×    of Reading

○ 디지털 압력계의 종합교정절차에 의한 교정성적서 및 측정불확도 추정

▪ 피교정기 :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

- 디지털압력계의 측정 데이터는 영점을 포함하여 총 22점이 측정되었으며, 3 회

측정한 평균값과 표준압력과의 편차를 우측에 표시하였음(표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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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점

번호

표준기 압력

(피교정기의

기준 높이에서

의 압력), 

디지털 압력계 지시값

종합교정절차( 3회 반복 측정 ), 

1 회 2 회 3 회 평균값 

편차



MPa MPa MPa MPa MPa MPa

1

2

3

4

5

6

7

8

9

10

11

 0.00000

 6.89026

13.78038

20.67042

27.56043

34.45034

41.34000

48.22970

55.11920

62.00874

68.89820

-0.0054

 6.8855

13.7751

20.6649

27.5551

34.4446

41.3341

48.2253

55.1138

62.0033

68.8938

-0.0054

 6.8856

13.7752

20.6651

27.5549

34.4447

41.3345

48.2252

55.1140

62.0034

68.8935

-0.0056

 6.8854

13.7750

20.6648

27.5546

34.4445

41.3342

48.2249

55.1135

62.0030

68.8941

-0.00547

 6.88550

13.77510

20.66493

27.55487

34.44460

41.33427

48.22513

55.11377

62.00323

68.89380

-0.00547

-0.00476

-0.00528

-0.00549

-0.00556

-0.00574

-0.00573

-0.00457

-0.00543

-0.00550

-0.0044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68.89818

62.00872

55.11919

48.22970

41.33999

34.45033

27.56042

20.67042

13.78037

 6.89026

 0.00000

68.8964

62.0056

55.1162

48.2275

41.3360

34.4461

27.5562

20.6659

13.7758

 6.8857

-0.0055

68.8960

62.0057

55.1163

48.2273

41.3363

34.4461

27.5561

20.6660

13.7758

 6.8859

-0.0054

68.8968

62.0059

55.1158

48.2269

41.3361

34.4462

27.5558

20.6658

13.7756

 6.8856

-0.0055

68.89640

62.00573

55.11610

48.22723

41.33613

34.44613

27.55603

20.66590

13.77573

 6.88573

-0.00547

-0.00178

-0.00299

-0.00309

-0.00246

-0.00386

-0.00419

-0.00439

-0.00452

-0.00464

-0.00452

-0.00547

표 2-3-14. 디지털 압력계 측정 데이터

- 영점 보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반복도는 각 압력 점에서의 최대 차이 값을 변화

구간으로 하여 직사각형분포로 가정하여 구함(표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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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점

번호

표준기

압력

디지털 압력계 (영점보정)

1 회 2 회 3 회 
변화구간

(반복도)

MPa MPa MPa MPa MPa

1

2

3

4

5

6

7

8

9

10

11

 0.00000

 6.89026

13.78038

20.67042

27.56043

34.45034

41.34000

48.22970

55.11920

62.00874

68.89820

 0.0000

 6.8909

13.7805

20.6703

27.5605

34.4500

41.3395

48.2307

55.1192

62.0087

68.8992

 0.0000

 6.8910

13.7806

20.6705

27.5603

34.4501

41.3399

48.2306

55.1194

62.0088

68.8989

 0.0000

 6.8910

13.7806

20.6704

27.5602

34.4501

41.3398

48.2305

55.1191

62.0086

68.8997

0.00000

0.00010

0.00010

0.00020

0.00030

0.00010

0.00040

0.00020

0.00030

0.00020

0.0008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68.89818

62.00872

55.11919

48.22970

41.33999

34.45033

27.56042

20.67042

13.78037

 6.89026

 0.00000

68.9019

62.0111

55.1217

48.2330

41.3415

34.4516

27.5617

20.6714

13.7813

 6.8912

 0.0000

68.9014

62.0111

55.1217

48.2327

41.3417

34.4515

27.5615

20.6714

13.7812

 6.8913

 0.0000

68.9023

62.0114

55.1213

48.2324

41.3416

34.4517

27.5613

20.6713

13.7811

 6.8911

 0.0000

0.00090

0.00030

0.00040

0.00060

0.00020

0.00020

0.00040

0.00010

0.00020

0.00020

0.00000

표 2-3-15. 영점보정

- 압력계는 가압과 감압 임의상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압력에서 지시값의 

평균을 구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반복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음. 반복도는 가압

과 감압 반복도 중 큰 값을 취하고, 히스테리시스는 감압 평균값에서 가압 평

균값을 뺀 값임(표 2-3-16).



－ 136－

측정점

번  호

표준기 디지털 압력계

압력
측정불확도

(k = 2)

평균값



편차

 

히스테리시스

  

변화구간

(반복도)

MPa MPa MPa MPa MPa MPa

1

2

3

4

5

6

7

8

9

10

11

 0.00000

 6.89026

13.78038

20.67042

27.56042

34.45033

41.33999

48.22970

55.11920

62.00873

68.89819

0.00000

0.00038

0.00077

0.00115

0.00154

0.00193

0.00233

0.00273

0.00314

0.00355

0.00397

-0.00547

 6.88562

13.77542

20.66542

27.55545

34.44537

41.33520

48.22618

55.11493

62.00448

68.89510

-0.00547

-0.00464

-0.00496

-0.00501

-0.00497

-0.00497

-0.00479

-0.00351

-0.00426

-0.00425

-0.00309

0.00000

0.00023

0.00063

0.00097

0.00117

0.00153

0.00187

0.00210

0.00233

0.00250

0.00260

0.00000

0.00020

0.00020

0.00020

0.00040

0.00020

0.00040

0.00060

0.00040

0.00030

0.00090

표 2-3-16. 히스테리시스 및 반복도

- 각 압력에서 디지털압력계의 불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표준기 불확도, 지시형압 

력계의 분해능, 영점오차, 반복도, 히스테리시스 등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음(표 

2-3-17).

측정점

번호

표준기 디지털 압력계

압력
표준불확도

(k = 1)

불확도인자

표준불확도(k = 1)

분해능 영점 반복도 히스테리시스

MPa MPa MPa MPa MPa MPa

1

2

3

4

5

6

7

8

9

10

11

 0.00000

 6.89026

13.78038

20.67042

27.56042

34.45033

41.33999

48.22970

55.11920

62.00873

68.89819

0.00000

0.00019

0.00038

0.00058

0.00077

0.00097

0.00116

0.00136

0.00157

0.00178

0.00199

0.00002

0.00002

0.00002

0.00002

0.00002

0.00002

0.00002

0.00002

0.00002

0.00002

0.00002

0.00003

0.00003

0.00003

0.00003

0.00003

0.00003

0.00003

0.00003

0.00003

0.00003

0.00003

0.00000

0.00006

0.00006

0.00006

0.00012

0.00006

0.00012

0.00017

0.00012

0.00009

0.00029

0.00000

0.00007

0.00018

0.00028

0.00034

0.00044

0.00054

0.00061

0.00067

0.00072

0.00075

표 2-3-17. 불확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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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각 측정점에서 디지털압력계가 갖는 불확도는 보정값을 적용한 경우 95

% 확률로 다음 표의 (1)로 나타나고, 보정값을 적용하지 않고 지시값을 그냥 사

용할 경우 보정값이 오차로 나타나므로 95 % 확률로 불확도는 다음 표의 (2)와 

같이 계산되며, 이 값은 필요시 압력계 규격상의 정확도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음(표 2-3-18).

측정점

번호

표준기

압력

디지털 압력계

지시값

평균
보정값

보정값적용(1) 보정값미적용(2)

측정불확도

(k = 2)

오차구간

(정확도)

MPa MPa MPa MPa MPa

1

2

3

4

5

6

7

8

9

10

11

 0.00000

 6.89026

13.78038

20.67042

27.56042

34.45033

41.33999

48.22970

55.11920

62.00873

68.89819

-0.00547

 6.88562

13.77542

20.66542

27.55545

34.44537

41.33520

48.22618

55.11493

62.00448

68.89510

0.00547

0.00464

0.00496

0.00501

0.00497

0.00497

0.00479

0.00351

0.00426

0.00425

0.00309

0.00007

0.00043

0.00086

0.00129

0.00170

0.00213

0.00258

0.00301

0.00342

0.00384

0.00428

0.00554

0.00507

0.00581

0.00629

0.00667

0.00710

0.00737

0.00652

0.00769

0.00808

0.00737

표 2-3-18. 오차구간

- 디지털압력계의 교정점에 따른 오차구간과 관련하여 편차범위를 그려보면 다음

과 같음(그림 2-3-2).

그림 2-3-2. 편차범위

- 디지털압력계의 교정성적서 및 교정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2-3-19, 표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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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번지

Tel : (031) 400-6431, Fax : (031) 400-7654

 성적서 번호 :

 Certificate No. KOLAS 로고
페이지 (1) / (총2)

Page of Pages

사용장비명
Description

제작회사 및 형식
Manufacturer and Model

기기번호
Serial Number

교정유효일자
Cal. valid until

교정기관
Calibration Laboratory

Oil Dead Weight 

Tester
DH / 5301 4179 2012.09.0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의 뢰 자 (Client) 

   기 관 명 (Nam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    소 (Address)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번지

2. 측 정 기 (Calibration Item)

   기 기 명 (Description) :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

   제작회사 및 형식 (Manufacturer & Model) : FLUKE & RPM4-A70M

   기기번호 (Serial No.) : 123

3. 교정일자 (Date of Calibration) : 2012.06.29

4. 교정환경 (Environment)

   온    도 (Temperature) : (23.6 ± 0.2)℃     습    도 (Humidity) : (42 ± 1) % R.H.

 교정장소 (Location) :  ☑ 고정표준실  □ 이동교정(Mobile Lab.)  □ 현장교정(On site Calibration)

5. 측정표준의 소급성 (Calibration Traceability)

   교정방법 및 소급성 서술 (Calibration method and/or brief description) :

   상기 기기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압력계의 교정지침서(KIOST-IP-01)에 따라 국가 측정표준으로부터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기를 사용하여 교정 되었음.

   교정에 사용한 표준장비 명세 (List of used standards/specifications)

6. 교정결과 (Calibration Results) : 

   다음 쪽 “교정결과” 참조

7. 측정불확도 (Measurement Uncertainty) :

   다음 쪽 “교정결과” 참조

확   인

(Affirmation)

작성자 (Measurements performed by)

성  명 (Name) : 이 승 훈 (서 명)

승인자 (Approved by)

직  위 (Title) : 기술책임자

성  명 (Name) : 황 근 춘 (서 명)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의 교정결과

입니다. (The above calibration certificate is the accredited calibration items by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which signed the ILAC-MRA.)

                                         년    월    일

                     한국인정기구 인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인)  
(주) 이 성적서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온도, 습도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에는 무효가 됩니다.

표 2-3-19. 디지털 압력계의 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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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 결 과

CALIBRATION RESULTS

성적서 번호 :

Certificate No. KOLAS 로고
페이지 (2) / (총2)

Page of Pages

  1. 기기명 :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

  2. 제작회사 및 형식 : FLUKE & RPM4-A70M

  3. 기기번호 : 123

측정점

번호

표준기

압력

게이지압용 압력계(디지털형)

지시값

평균
보정값

보정값적용 보정값미적용

측정불확도

(k = 2)
오차구간 (정확도)

MPa MPa MPa MPa MPa

1

2

3

4

5

6

7

8

9

10

11

 0.000 00

 6.890 26

13.780 38

20.670 42

27.560 42

34.450 33

41.339 99

48.229 70

55.119 20

62.008 73

68.898 19

-0.005 47

 6.885 62

13.775 42

20.665 42

27.555 45

34.445 37

41.335 20

48.226 18

55.114 93

62.004 48

68.895 10

0.005 47

0.004 64

0.004 96

0.005 01

0.004 97

0.004 97

0.004 79

0.003 51

0.004 26

0.004 25

0.003 09

0.000 07

0.000 43

0.000 86

0.001 29

0.001 70

0.002 13

0.002 58

0.003 01

0.003 42

0.003 84

0.004 28

0.005 54

0.005 07

0.005 81

0.006 29

0.006 67

0.007 10

0.007 37

0.006 52

0.007 69

0.008 08

0.007 37

                                                                        -끝-.

표 2-3-20. 디지털 압력계의 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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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염분분야의 교정절차 및 측정불확도 추정

○ 전기전도도 및 염분을 지시하는 해양관측기기의 출력 형태가 주파수인 전기전도도 

센서(conductivity sensor)의 교정절차와 측정불확도의 추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

○ 해양의 전기전도도와 염분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

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용염분눈금-78(PSS-78; 1978 Practical Salinity Scale)

및 국제온도눈금-90(International Temperature Scale-1990, ITS-90)을 기준함수로 

사용함.

2.3.1. 전기전도도와 염분분야의 교정절차 및 측정불확도 추정

2.3.1.1. 교정대상기기의 교정항목, 측정 범위 및 교정방법

○ 교정항목 : 전기전도도 및 염분

○ 측정범위 : (0.04 ∼ 6) S/m 및 (0.005 ∼ 42)

○ 교정방법 및 교정기기 : 정밀 전기전도도(염분) 교정용 액체 항온조에서 취득한 데

이터 및 해수샘플을 IAPSO 표준해수로 표준화된 정밀염분측정기와 비교교정

2.3.1.2. 교정에 필요한 장비 명세 및 최소 성능

○ 교정에 필요한 장비 명세 및 최소 성능은 표 2-3-21과 같음.

장비명 수량 규격

표준해수 1

K15 = 0.99981 ± 0.00001

Practical Salinity = 34.993 ± 0.001

(제조사 제시값)

정밀염분측정기(AUTOSAL) 1
정확도 Conductivity Ratio : < ±0.0001

정확도, Salinity : < ±0.002

롱스템 표준백금저항온도계 1 확장불확도 : 2 mK (신뢰수준 약 95 %, k = 2)

저항측정 브릿지 1 정확도 : ±5 μK (제조사 사용 매뉴얼)

직류/교류 표준저항 100 Ω 다수
확장불확도 : 0.1 μΩ/Ω

(신뢰수준 약 95 %, k = 2)

교정용 액체 항온조 1

안정도     : 0.1 mK (0℃, 20℃, 35℃)

수평균일도 : 0.1 mK (0℃, 20℃, 35℃)

수직균일도 : 0.2 mK (0℃)

             0.1 mK (20℃, 35℃)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 항온조 1 안정도 : (23 ± 0.0002)℃/ 2 시간 이내

주파수측정장치 1

측정범위 : DC 1 mHz ∼ 350 MHz

          AC 10 Hz ∼ 350 MHz

불확도 : 0.0017 Hz (신뢰수준 약 95 %, k = 2)

온도계 1
확장불확도 : 0.5℃ (신뢰수준 약 95 %, k = 2)

주위 실내온도 모니터링용

표 2-3-21. 교정에 사용된 장비명세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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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준비사항

○ 기준기의 점검

▪ 정밀염분측정기(AUTOSAL)는 1 ∼ 2일 동안 예열시킴. (최소 예열시간 : 8 시간 이상)

▪ 정밀염분측정기의 function switch를 zero에 위치하고 측정값을 읽음(표 2-3-22).

(suppression switch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음, 끝자리 디지트 값이 ±5 이하 이면 

정상)

AUTOSAL Salinometer ZERO Check

AUTOSAL 

Salinometer 값
점검 내용 Pass/Fail

1 Zero Check Pass

표 2-3-22. 정밀 염분 측정기의 영점 체크

○ 교정대상기기 점검 및 검사

▪ 온도 측정 장비 점검 : 교정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사용 전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함.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이 전압형, 전류형, 주파수형 인지와 측정 온

도 범위, 출력 전압 혹은 전류 혹은 주파수 범위를 확인함.

▪ 측정 장비 예열 : 교정에 사용되는 각종 측정 장비는 교정 전 한 시간 전에 전

원을 공급하여 충분히 안정화시킴.

▪ 교정대상기기 점검 및 검사 :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정상 유무를 먼저 검사함. 교

정실 환경에서 전기전도도 변환기 구동용 전원이 인가되는 상태에서 출력되는 

전압, 전류 혹은 주파수가 대략 실내온도에 해당하는 전기전도도 값이 출력되는

지를 확인함.

▪ 전기전도도 감지부 세척 : 교정대상기기 외관 검사 및 점검이 끝나면 필요할 경

우 교정대상기기의 셀 내를 세척.

▪ 기준온도계(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정상유무는 온도 교정 지침서에 따름.

▪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와 기준온도계의 설치 : 측정센서의 전기전도도 감

지부는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온도 안정 및 균일 지역에 설치함.

2.3.1.4. 교정방법 및 세부 교정절차

(1) 염분 기준기의 표준화 절차

(가) 정밀염분측정기의 표준화 전 준비 단계

○ AUTOSAL의 예열시간 동안 전기전도도 셀은 증류수로 가득 차 있고 펌프는 Off

상태를 유지함. 각 측정 세션을 시작하기 전 한 시간에 20 분 정도는 전기전도도 

코일과 전자회로부가 염분 샘플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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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은 씻어내야 하고 샘플 염분 범위(남은 IAPSO 또는 Substandard) 내의 해수로 

채워서 적시고 FUNCTION knob을 READ로 설정하고 전기전도도 셀을 해수에 

흠뻑 적시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전원을 On, 펌프 스위치는 Off, FUNCTION knob는 SBY에 위치.

▪ 사용하지 않는 Substandard 병 또는 남은 해수가 있는 오래된 샘플 병을 잘 흔

들 것.

▪ 펌프 On.

▪ 전기전도도 셀 내의 해수가 배수될 때까지 AUTOSAL 전면부의 FLUSH의 구멍

을  손가락으로 막는다. (이하 "FLUSH" 라 함) 배수. (참고 : FUNCTION knob

는 셀이 FLUSH되기 전에 SBY로 설정함.)

▪ 펌프를 Off.

▪ 증류수 병을 제거.

▪ 새것의 Kimwipe로 pick-up tube와 Rubber stopper를 닦음.

▪ 해수병을 삽입해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Rubber stopper에 실링 시킴.

▪ 펌프를 On.

▪ FLOW RATE를 최대로 돌리고 전기전도도 셀의 모든 코일에 해수가 담겨지도

록 FILL(이하 "FILL"이라 함)함.

▪ FLUSH.

▪ FILL과 FLUSH를 6번 한 다음 FILL 함.

▪ 펌프를 Off.

▪ 적어도 완전히 3 바퀴 돌려서 FLOW RATE를 줄임.

(Turn FLOW RATE down at least three full turns.)

▪ FUNCTION knob을 READ로 돌림(참고 : 셀은 항상 물로 채워졌을 때 

FUNCTION knob는 READ에 위치).

▪ 20 ∼ 60분 동안 기다림. 측정 시트의 ‘Salt Soak' 란에 처음과 종료 시간을 기록함.

▪ 20 ∼ 60분경과 후, FUNCTION knob을 SBY로 돌림.

▪ 표준화를 준비함.

(나) IAPSO 표준해수의 표준화 절차

○ Autosal의 예열 후 전기전도도 셀은 해수에 적셔 있으며, 전자회로부는 IAPSO 표

준해수와 표준화해야 함.

○ IAPSO 표준해수와 연관된 모든 항목들은 사용 후 증류수로 씻어서 청결 보관하고 

Kimwipe로 포장해서 건조 처리해야 하고 기록 측정 시트에 시작 시간을 기록하

며 절차는 다음과 같음.

▪ IAPSO 약병을 선택하고 IAPSO 라벨에 있는 batch 번호, batch 날짜, 전기전도

도, 전기전도도 비 및 염분 값을 측정 시트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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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서 금속 탭을 당겨서 IAPSO 약병을 개방

▪ PUMP를 On

▪ salt soak water를 FLUSH

▪ PUMP를 Off

▪ 새로운 Kimwipe로 pick-up tube를 닦음

▪ 흔든 후 rubber stopper에 IAPSO를 삽입

▪ PUMP를 On

▪ FILL, FLUSH를 2 번 한 다음 FILL함.

▪ FLOW RATE를 1/4-turn으로 낮춤

▪ FUNCTION knob을 READ로 돌리고 컴퓨터에 지시된 값을 기록 및 확인함.

▪ FUNCTION knob을 SBY로 돌림(참고 : FUNCTION knob은 셀이 FLUSH되기 

전 SBY로 설정되어야 함).

▪ FLUSH, FILL을 하고 두 번 반복된 어떤 지시 값을 측정함. 그 지시 값은 서로 

0.00005 전기전도도 unit 내에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일 샘플에서 다

른 지시 값이 됨.

▪ 3 번째의 지시 값은 "알려진" IAPSO의 값에서 출발하면 전자회로부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STANDARDIZATION (Rs trim) knob의 잠금 키를 천천히 해제

함. FLUSH, FILL 한 다음 측정하고 IAPSO 값과 정합이 되도록 표준화한 다음 

STANDARIZATION knob을 잠금. 지시 값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IAPSO 표준

해수가 불안정한 것 일 수 있음. 따라서 표준해수를 폐기하고 새로운 IAPSO를 

열고 그 절차를 반복해서 수행

▪ PUMP를 Off

(2)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교정절차

○ 교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의 기록은 본 지침서의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데이터 기

록지에 기록.

○ 정밀전기전도도 및 염분 교정용 액체 항온조내에 설치된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

력 측정은 주파수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한 후 정밀염분측정기로 각 

표준값을 취득하기 위해 채수함.

○ 본 지침서에서 예로 든 주파수 측정장치가 읽은 주파수의 표준편차가 0.01 Hz(0.000006

S/m) 이하로 유지된 경우의 컴퓨터에 저장된 주파수 측정장치 측정값을 교정데이터로 

사용함.

○ 액체 항온조내의 온도 측정은 온도 교정 지침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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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교정 데이터의 처리

(1) 교정값 계산

○ 측정값 평균

▪ 표준해수를 이용하여 표준 전기전도도 및 염분을 측정한 결과와 교정대상 전기

전도도 변환기를 이용하여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는 3회 이상 씩 측정하여 평균하도록 함.

▪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는 온도 –1.0℃에서 32.5℃에서 전기전도도 0 S/m

에서 6 S/m 구간에서 교정한 측정값은 다음 표 2-3-23과 같음.

▪ 각 교정점에서의 표준 염분값은 34.0621 임.

기준온도계 

온도 [℃]

표준 전기전도도 및 염분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

측정값 

평균(200회)

[S/m]

표준편차

[℃]

측정값 평균(30회)

[kHz]

표준편차

[kHz]

  0.0000 0.00000 0.000000 2.65145 0.000003

-1.0000 2.74941 0.000143 5.01141 0.000003

 1.0000 2.91756 0.000143 5.12046 0.000003

15.0000 4.18875 0.000143 5.87936 0.000002

18.5000 4.52897 0.000143 6.06629 0.000003

29.0000 5.59251 0.000143 6.61667 0.000002

32.5000 5.95915 0.000143 6.79597 0.000003

표 2-3-23. 표준 전기전도도와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 비교교정 결과

○ 편차 전기전도도 계산

▪ 본 지침서에서 예로 제시한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경우 0 S/m에서 6 S/m 구간

에서 출력 주파수(f)와 전기전도도(C)의 함수 관계는 아래와 같음.

C [S/m] =    
  

  
     (식 2-3-2)

▪ 표 2-3-23에서 구한 정밀염분측정기로 측정한 전기전도도와 교정대상 전기전도

도 변환기로부터 측정한 측정 주파수의 교정결과로부터 주파수(f)와 전기전도도

(C)의 최소제곱법(least square polynomial fitting method)으로 계수 , , 

및 를 계산함. , ,  및 는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 주파수와의 교

정 관계식에 사용되는 계수로서 본 지침서에서 예시한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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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래와 같음.

 = -1.06538893 × 10
1

 = 1.51048843

 = 2.07009404 × 10-3

 = -7.53740760 × 10-5

 = -9.5700 × 10-8

 = 3.2500 × 10-6

▪ 여기서 과 는 수심과 온도에 대한 전기전도도의 보정값 임.

▪ 최소제곱법은 수작업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상용의 교정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

▪ 이렇게 구해진 상수 , , , 를 역으로 식 2-3-2에 대입하여, 각 교정온도

에서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기전도도를 기준 함수로

부터 계산된 전기전도도에서 정밀염분측정기의 기준기로 측정한 전기전도도의 

차이인 편차 함수를 각 교정점에 대하여 계산함. 그 결과는 표 2-3-24와 같음.

기준온도계 온도

[℃]

기준 전기전도도

[S/m]

기준함수로 계산한 

전기전도도 [S/m]

편차 전기전도도

[S/m]

0.0000 0.00000 0.00000 0.00000

-1.0000 2.74941 2.74939 -0.00002

1.0000 2.91756 2.91758  0.00003

15.0000 4.18875 4.18876  0.00001

18.5000 4.52897 4.52893 -0.00004

29.0000 5.59251 5.59257  0.00006

32.5000 5.95915 5.95911 -0.00004

표 2-3-24. 각 전기전도도 기준점에서의 편차 전기전도도

○ 교정성적서 작성

▪ 염분측정기 및 실용염분눈금-78의 기준함수를 이용하여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

환기를 교정한 결과를 식 2-3-2의 교정 관계식을 사용하였을 때 각 전기전도도 

교정점에 대하여 표 2-3-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편차 전기전도도를 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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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기함.

2.3.1.6. 불확도 추정

(1) 불확도 모델식 및 요소

○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교정결과는 출력 주파수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음. 이 예에서는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값이 주파수일 경우로 나타냄.

∆     (식 2-3-3)

 =    
  

  
    

∆ : 편차 전기전도도 [S/m]

 :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 값 [S/m]

 : 전기전도도 기준 값 [S/m]

(2) 합성표준불확도 관계식

○ 편차 전기전도도의 합성표준불확도 ∆는 식 2-3-3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됨.

∆   

위의 식의 각 인자를 형성하는 표준불확도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 표준불확도 산출

(가)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주파수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주파수측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음 식으로 표

현됨.

           

1) 주파수의 반복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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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우연효과에 의해 주파수 카운터(Frequency Counter)로 측정한 주파수의 

차이가 가지는 불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예에서는 30회 측정한 결과를 이

용하여 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30회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68.27 % 구간에서의 t-분포를 적용함.

이때의 t는 1.02 임.

○ 표준불확도, 

▪ 주파수의 반복측정에 따른 불확도 값은 다음과 같음. 본 지침서에서 항온조 지

시값이  32.500℃에서의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인 경우로 예를 들면 

  ×





  



  


 ×    Hz

 = 30 (교정점에서 전기전도도 반복 측정 횟수 )

○ 감도계수, 

▪ 출력 주파수 1 Hz의 변화는 전기전도도 0.000570 S/m의 변화에 대응하므로 감

도계수는 0.000570 (S/m)/Hz 임.

○ 불확도 기여량, 

 = 0.000570 (S/m)/Hz X 0.017531 Hz = 0.000010 S/m

○ 자유도, 

▪ 통계적 방법으로 표준불확도를 구하였으므로 자유도는 아래와 같음.

      

2) 주파수 측정장치의 정확도에 따른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주파수 측정에 사용되는 주파수 카운터(Frequency Counter)의 지시값의 

정확도에 대한 인자로써 교정성적서 값을 적용함. 이 예에서는 주파수 측정에 

사용되는 주파수 카운터의 확장 불확도는 0.0017 Hz(k = 2)임.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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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Hz

○ 감도계수, 

▪ 출력 주파수 1 Hz의 변화는 전기전도도 0.000570 S/m의 변화에 대응하므로 감

도계수는 0.000570 (S/m)/Hz 임.

○ 불확도 기여량, 

 = 0.000570 (S/m)/Hz X 0.00085 Hz = 0.000000485 S/m

○ 자유도, 

▪ 교정성적서를 사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3) 주파수 측정장치의 장기안정도에 의한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주파수 측정에 사용되는 주파수 카운터(Frequency Counter)의 1년간 장

기안정도에 따른 인자로써 주파수 카운터의 정기적인 교정에 따른 변화량을 적

용하거나, 혹은 제조회사의 사용을 적용함. 이 예에서는 주파수 카운터의 장기

안정도가 ±1 ppm, 즉 ±0.000001 Hz 으로 주어졌으므로 이 값을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최대 변화량의 크기를 사용하므로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Hz

○ 감도계수, 

▪ 출력 주파수 1 Hz의 변화는 전기전도도 0.000570 S/m의 변화에 대응하므로 감

도계수는 0.000570 (S/m)/Hz 임.

○ 불확도 기여량, 

 = 0.000570 (S/m)/Hz × 0.000001 Hz = 0.00000000057 S/m

○ 자유도, 

▪ 제조사의 제시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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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류 전력에 대한 의존성에 따른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전기전도도 변환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직류 전력을 필요로 함. 본 

교정지침서에서의 피교정 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는 6 ∼ 24 VDC 범위이며, 이 

범위에서 출력 주파수의 변화가 없고 불확도에 기여하지 않음.

5)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측정센서의 장기안정도에 따른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측정센서의 장기안정도에 따른 인자로써 제조회사

의 지시값을 적용함. 이 예에서는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1개월 장기안정도가 

0.0003 S/m 이므로, 1년 장기안정도로 0.00036 S/m 값을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최대 변화량의 크기를 사용하므로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0.000208 S/m 이며, 이를 주파수 값으로 표현하면  

  × = (1/0.000570 (S/m)/Hz) × 0.000208 S/m = 0.364912 Hz

○ 감도계수, 

▪ 출력 주파수 1 Hz의 변화는 전기전도도 0.000570 S/m의 변화에 대응하므로 감

도계수는 0.000570 (S/m)/Hz 임.

○ 불확도 기여량, 

 = 0.364912 Hz × 0.000570 (S/m)/Hz = 0.000208 S/m

○ 자유도, 

▪ 제조사의 지시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

(나)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주파수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출력주파수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는 위 

(가)의 (1) ∼ (5)항까지의 각 인자의 제곱의 합성에 대한 제급근하여 구함.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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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 값이 6.0 S/m 일 경우 표준불확도는 아래와 같음.

           

          

= 0.017532 Hz 또는

× = 0.000570 (S/m)/Hz X 0.017532 Hz = 0.000010 S/m

(다) 표준 전기전도도 측정에 따른 표준불확도

○ 표준 전기전도도 측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음 식으로 표현됨.

          

      

1) 표준 전기전도도의 반복 측정값에 의한 표준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정밀염분측정기로 측정한 전기전도도의 차이가 가지는 불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본 예에서는 200회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평균의 표준편차를 구하

여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 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200회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68.3 % 구간에서의 t-분포를 적용함.

이때의 t는 1.0005 임.

○ 표준불확도, 

▪ 전기전도도의 반복측정에 따른 불확도 값은 다음과 같음. 표준 전기전도도 값이  

5.95915 S/m 인 경우로 예를 들면 

  ×





  



  


 ×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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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교정점에서 전기전도도 반복 측정 횟수)

○ 감도계수, 

▪ 전기전도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 1 × 0.00015 = 0.00015 S/m

○ 자유도, 

▪ 통계적 방법으로 표준불확도를 구하였으므로 자유도는 아래와 같음.

      

2) 염분측정기 자체의 전기전도도의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제조사에서 제공한 전기전도도 비(2RT)의 정확도는 ±0.0001 이고 실용염분눈금

-78에 의해서 전기전도도 비에 대응하는 전기전도도 
는


= 0.0003052 S/m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최대 변화량의 크기를 사용하므로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S/m

○ 감도계수, 

▪ 온도 변화에 직접 대응되므로 감도계수는 1 임.

○ 불확도 기여량, 

  1 x 0.000176 S/m = 0.000176 S/m

○ 자유도, 

▪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3) 기준 온도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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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기로 사용한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불확도는 교정성적서에 의해서 2 mK(신

뢰수준 약 95 %에서 k = 2)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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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교정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 0.105700299 (S/m)/℃ 임.

○ 불확도 기여량, 

 = 0.105700299 (S/m)/℃ × 0.001℃ = 0.000105700 S/m

○ 자유도, 

▪ 교정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4) 기준 온도계의 장기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기준기로 사용한 표준백금저항온도계는 고정점 교정직후, 사용빈도 및 사용온도

에 따라 온도계의 교정값이 변화함. 표준백금저항온도계의 장기안정도는 제조사

의 제시값 0.5 mK를 적용함.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제조사의 사용을 적용하였으므로 직사각형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 0.105700299 (S/m)/℃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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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도 기여량, 

 = 0.105700299 (S/m)/℃ × 0.000289℃ = 0.000031 S/m

○ 자유도, 

▪ 제조사의 제시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

5) 기준기의 저항브릿지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표준백금저항온도계와 표준저항의 저항비를 읽는 저항브릿지의 불확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도인자임. 저항브릿지의 제조사 사용설명서에 정확도

(accuracy)는 ±5 K 으로 제시되었음. 비교교정의 경우 이 값을 브릿지의 확장

불확도(k = 2)로 생각할 수 있음.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제조사의 사용을 적용하였으므로 직사각형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아래와 같음.

 = 0.105700299 (S/m)/℃

○ 불확도 기여량, 

 = 0.105700299 (S/m)/℃ × 0.000003℃ = 0.00000032 S/m

○ 자유도, 

▪ 제조사의 제시값을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0 %로 적용함.

   ∞ 임.

6) 기준기의 표준저항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교정에 사용되고 있는 브릿지는 절대저항을 직접 읽지 않고 저항비를 측정하므

로 표준저항의 온도에 따른 변화등과 교정된 불확도를 평가해주어야 함. 온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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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절대값의 변화는 표준저항이 교정될 때 포함되므로 성적서 상에 명

시된 불확도만 고려해줌. 교정성적서의 표준저항의 확장불확도는 0.3 ΩΩ(신

뢰수준 약 95 %에서 k = 2)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교정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Ω
  Ω

○ 감도계수, 

▪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아래와 같음.

 = 0.105700299 (S/m)/℃

▪ 각 기준온도의 측정점에서의 온도에 대한 감도계수는 아래 식으로 구함.

   저항비  저항비×교정후물의삼중점저항값


▪ 각 측정점에서의 감도계수는 표 2-3-25와 같음.

기준온도

[℃]

T1

[℃]
R1 저항비

T2

[℃]
R2 저항비

온도 감도계수

[℃/Ω]

-1.51545  -2 0.991983 -1 0.995972 9.856082 

 0.99426  0 0.999960  1 1.003947 9.862123 

14.99955 15 1.059635 16 1.063604 9.907580 

18.50245 18 1.071537 19 1.075502 9.916694 

28.99117 28 1.111132 29 1.115085 9.947137 

32.50804 32 1.126936 33 1.130884 9.959343

표 2-3-25. 각 측정점에서의 감도계수

이므로, 저항변화에 대응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 0.105700299 (S/m)/℃ × 9.959343℃/Ω = 1.052705533 (S/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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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도 기여량, 

▪ 각 측정점에서의 감도계수와 표준저항의 표준불확도를 곱하여 기준기의 표준저

항에 의한 불확도를 평가함.

 = 1.052705533 (S/m)/Ω × 0.000002 Ω

= 0.000002105 S/m

○ 자유도, 

▪ 교정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임.

7)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온도안정도가 0.2 mK 일 때, 표준저항의 저항변

화는 표준저항의 온도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저항의 온도계수는 매뉴얼이나 

최초 교정성적서에 기재되어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표준저항의 온도

계수가 2 × 10-6℃-1 이고, 공칭저항값이 100 Ω인 표준저항을 액체항온조에 보관 

할 경우 불확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ΔR = 0.2 × 10-3℃ × (100 Ω × 2 × 10-6℃-1) = 4 × 10-8 Ω

▪ 저항브릿지는 온도계의 저항값과 표준저항의 저항값의 비(=RSPRT/RSR)를 측정하

는 비교기임. 따라서, 표준저항의 저항값 변화량 ΔR 은 브릿지의 측정값을 변화

시키며, 공칭저항값이 25.5Ω인 표준백금저항온도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변

화량  ΔD는 다음과 같음.

ΔD = [RSPRT/RSR]-[RSPRT/(RSR+ΔR)]=[25.5/100]-[25.5/(100 + 4 × 10-8)]

= 1.02 × 10-10

ΔD를 저항값으로 환산한 후 온도로 계산하면

Δt = (RSR×ΔD)/(dR/dt)=(100× 1.02 × 10-10)/0.1 Ω/℃= 1.02 × 10-7℃

= 0.000000102℃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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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분포

▪ 표준저항 보관용 액체항온조의 온도안정도는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1.02 × 10-7℃ /  = 0.000000102℃

○ 감도계수, 

▪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아래와 같음.

 = 0.105700299 (S/m)/℃

○ 불확도 기여량, 

  0.105700299 (S/m)/℃ × 0.000000102℃ = 0.000000011 S/m

○ 자유도, 

▪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하면,    

 
 



  임.

8)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간변화(안정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간변화에 따른 온도 안정도의 불확도를 나타내

는데, 교정에 사용된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안정도는 

0.0001℃ 임.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시험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아래와 같음.

 = 0.105700299 (S/m)/℃

○ 불확도 기여량, 

 = 0.105700299 (S/m)/℃ × 0.0001℃ = 0.000010570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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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도, 

▪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9)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위치변화(수평균일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위치변화에 따른 수평온도 구배도의 불확도를 나

타내는데, 교정에 사용된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수평균일

도는 0.0001℃ 임.

○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시험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아래와 같음.

 = 0.105700299 (S/m)/℃

○ 불확도 기여량, 

 = 0.105700299 (S/m)/℃ x 0.0001℃ = 0.000010570 S/m

○ 자유도, 

▪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10)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깊이변화(수직균일도)에 의한 불확도, 

○ 불확도 인자 설명

▪ 이것은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깊이변화에 따른 수직온도 구배도의 불확도를 나

타내는데, 교정에 사용된 비교교정 액체항온조의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수직균일

도는 0.000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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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값, 

▪ 이 인자는 측정량이 아니라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인자이므로 추정값은 0 임.

○ 확률분포

▪ 시험성적서가 충분히 큰 유효자유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므로 정규분포를 적용함.

○ 표준불확도, 

   ℃

○ 감도계수, 

▪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온도 변화에 대응되는 전기전도도의 감도계수 는

 = 0.105700299 (S/m)/℃

○ 불확도 기여량, 

 = 0.105700299 (S/m)/℃ × 0.0002℃ = 0.00002114 S/m

○ 자유도, 

▪ 시험성적서를 적용하였으므로 상대표준불확도를 5 %로 적용함.

  
 

 


 

(라) 전기전도도 측정에 따른 합성표준불확도, 

▪ 전기전도도 측정에 따른 합성표준불확도 는 위 (다)의 (1) ∼ (9)항까지의 

각 인자를 합성하여 구함.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일 때의 전기전도도의 합

성표준불확도는 아래와 같음.

 











= 0.000257674 S/m

(마) 합성표준불확도, 

▪ 전기전도도 변환기 비교교정 시 합성표준불확도는 기준기 온도 측정과 관련된 

합성불확도 와 교정대상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전기전도도 측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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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불확도 를 합성하여 구함. 본 지침서에서 항온조 지시값이  32.500℃ 인 

경우의 전기전도도 교정점을 예로 들면 

  ×

= 0.000258 S/m

로 주어짐. 이때 합성표준불확도의 유효자유도는

 

 ×

×









∞




 ×





 ∞

▪ 액체 항온조 기준값이 32.500℃, 5.95915 S/m에서의 불확도 추정은 다음 표 

2-3-2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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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추정값



표준불확도


감도계수



불확도기여량

 

확률

분포

자유도




 6.79597 

kHz
0.017532 Hz 0.000570 (S/m)/Hz 0.000010 S/m 정규 ∞

 0 0.017531 Hz 0.000570 (S/m)/Hz 0.000010 S/m
t 

분포
29

 0 0.000850 Hz 0.000570 (S/m)/Hz 0.000000485 S/m 정규 200

 0 0.000001 Hz 0.000570 (S/m)/Hz 0.000000000 S/m
직사

각형
∞

 0 0.000000 Hz 0.000570 (S/m)/Hz 0.000000000 S/m - -

 0 0.364912 Hz 0.000570 (S/m)/Hz 0.000208 S/m
직사

각형
∞


5.95915 

S/m
0.000257674 S/m 1 0.000257674 S/m 정규 ∞

 0 0.000150 S/m 1 0.000150 S/m
t 

분포
199

 0 0.000176 S/m 1 0.000176 S/m
직사

각형
200

 0 0.001000℃ 0.105700299 (S/m)/℃ 0.000105700 S/m 정규 200

 0 0.000289℃ 0.105700299 (S/m)/℃ 0.000031 S/m
직사

각형
∞

 0 0.000003℃ 0.105700299 (S/m)/℃ 0.00000032 S/m
직사

각형
∞

 0 0.000002 Ω 1.052705533 (S/m)/Ω 0.000002105 S/m 정규 200

 0 0.000000102℃ 0.105700299 (S/m)/℃ 0.000000011 S/m
직사

각형
200

 0 0.000100℃ 0.105700299 (S/m)/℃ 0.000010570 S/m 정규 200

 0 0.000100℃ 0.105700299 (S/m)/℃ 0.000010570 S/m 정규 200

 0 0.000200℃ 0.105700299 (S/m)/℃ 0.00002114 S/m 정규 200

∆
-0.00004 

S/m 
- - 0.000258 S/m 정규 ∞

표 2-3-26. 액체 항온조 기준값이 32.500℃, 5.95915 S/m에서의 불확도 총괄표

(바) 확장불확도 계산

▪ 확장불확도는 각 교정점에서 합성표준불확도를 계산한 후 포함인자(coverage

factor, k)를 곱하여 표기함. 포함인자는 신뢰수준 약 95 %에서 유효자유도가 충

분히 크므로 포함인자 k 는 2를 택함. 따라서 확장불확도는

U = k x uc

= 2 x 0.000258 S/m

= 0.000516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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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염분눈금-78과 ITS-90에서 정의된 기준함수를 사용하여 온도 32.5℃에서 교

정된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확장불확도 U = 0.000516 S/m(신뢰수준 약 95 %, k

= 2)임.

▪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전기전도도 값은 염분 값과 대응하므로 실용염분눈금-78에 

의해서 측정불확도를 구할 수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하였고, 전기전도도 

변환기의 확장불확도 U = 0.00332 (신뢰수준 약 95 %, k = 2)임.

2.4. 용존산소분야의 교정절차

○ 용존 산소 측정 원리 및 센서의 종류

▪ 적정법 (화학적 정량법)

- 산소의 산화 성질에 기초를 둔 방법으로 간편하고 선상조작이 용이하나 산화성 

물질이나 환원성 물질 등 공존 시료에 따라 측정오차가 크고 자동 연속 측정이 

불가능함.

-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윙클러아지드화 방법으로 황산망간과 알칼리성 요오드칼

륨용액을 넣을 때 생기는 수산화제일망간이 시료중의 용존산소에 의해 산화되

어 수산화제이망간이 되고 황산 산성에서 용존산소량에 대응하는 요오드를 유

리되면, 유리된 요오드를 티오황산나트륨으로 적정하여 용존산소의 양을 정량

하는 방법.

   → 흰색침전

     → 갈색침전

     →    

    → 



  

 →   


▪ 전기 화학 센서

- 멤브레인 전극법 (격막전극법)은 격막을 통한 산소 분자의 확산속도에 기초를 

둔 측정방법으로 공존 물질이나 산화성 물질이 함유된 시료나 착색된 시료에도 

사용가능하지만 가격이 고가이고 온도의 영향이 큼.

- 멤브레인 적극법에는 납으로 된 음극과 은으로 된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

바닉 방식과 금이나 백금과 같은 비활성 금속을 사용한 음극과 은을 이용한 양

극을 가지는 폴라로그래픽방식(클락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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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용존산소 전기화학 센서의 원리 폴라로그래픽 방식(좌), 갈바닉 방식(우)

▪ 광학식 센서 (Optode)

- 광학센서를 이용하여 용존 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발광의 물리 현상에 기초.

- 광학층은 특정 파장의 빛을 쪼이면, 본래의 파장과 다른 빛의 특정시간 동안 

다시 방출하는데, 빛을 방출하는 시간의 길이는 매질 내의 용존산소량과 반비

례하는 관계를 이용함.

그림 2-3-4. 용존산소 광학식 센서의 원리

○ 용존 산소 측정의 중요성 및 센서 교정의 필요성

▪ 해수 중 용존산소는 수괴의 추적자로 쓰이며, 광합성 작용과 유기물의 산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 해수 중 용존산소량 측정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알 수 있는 한 자료이

자, 해양환경 감시 및 평가기술의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측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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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높은 용존 산소 데이터 확보는 신뢰성 있는 논문 및 보고서의 기반이 됨.

▪ 센서의 장기적인 사용은 센서측정의 민감도를 떨어뜨려 값의 drift를 가져오므

로, 센서의 주기적인 교정이 필요함.

○ 용존산소 센서 교정 시설 구축 현황

▪ 현재 광학용존산소센서(Optode) 교정을 위한 실험실이 구축되어 있고, 추후 전

기 전극법을 이용하는 용존 산소 센서에 대한 교정도 수행할 예정.

▪ 용존 산소 센서 교정을 위한 시설

- 항온 수조 

용도 : 온도 유지를 위한 수조. 냉각기와 가열기를 통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춘  

후 순환펌프를 통해 항온수조 내 일정 온도를 유지.

사양 : Model : LCB-R30

Dimensions (Bath): 400 × 350 × 220

Capacity : 30 L

Temperature Range : -30℃ ∼ 90℃

Accuracy : ±0.1℃

Uniformity : ±0.5℃

그림 2-3-5. 용존산소 센서 교정용 항온 수조

- 산소 및 질소 가스 

용도 : 항온 수조 내 용존산소포화도를 맞춰주기 위해 사용.

- 질량유량제어기(Mass Flow Controller : MFC)

용도 : 산소 및 질소 가스의 유량을 제어

사양 : Model : TSC-D210

Flow control Range : 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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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Oxygen-1.5 L, Nitrogen-5 L

Accuracy : ±1 % F.S.

Response Time : ≤ 1.5s

- 기준기

용도 : 항온 수조 내의 산소 농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기로 사용.

사양 : Model : Rinko Ⅰ

Response time : 0.4 sec (63 %), 0.9 sec (90 %)

Range : 0 ∼ 200 % (0 ∼ 20 mg/L)

Resolution : 0.01 ∼ 0.4 % (2 ∼ 8 ㎍/L)

Accuracy : ±2 % (1atm., 25℃)

Stability : ±1 % (24 hours), ±5 % (1 month)

- 용존산소 적정기

용도 : Winkler 방법을 이용하여 용존 센서 교정용 수조 내의 산소 농도를 정  

확히 측정하기위해 사용.

사양 : Model : DOT-05

principle : Winkler method

Light source: 고휘도 적외선 LED

measuring range: 0.00 ∼ 20.00 mg/L (표준)

measuring accuracy: ±1.0 % CV (F.S 1000 µL 실린지 사용)

그림 2-3-6. 용존산소 적정기

○ 용존 산소 센서 (광학센서) 교정절차

▪ 교정 원리

- 광학 용존 산소 센서의 기본 측정원리에 기반한 교정방법으로, 산소포화도와 

수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샘플 여러 개의 측정값을 통해 상관계수를 구해내

어 Stern-Volmer 방정식을 구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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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절차 

(1) 사전 점검

- 교정하려는 센서의 사양을 파악 (온도, 산소량, 산소포화도)

- 항온수조의 작동 여부 파악 및 warm-up

- 산소와 질소 가스의 남은 양 파악 및 MFC 작동 여부 파악

- 기기 측정 program (software) 작동 여부 파악

- 2차 보정을 위한 DOT 기기의 흡광도 및 blank 보정과 채수준비

(2) 교정 실험 수행

- 교정 범위 설정 : 피교정 광학용존산소센서의 측정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온도

와 산소포화도를 정함.

- 일반적인 용존산소 센서의 측정범위는 온도 0 ∼ 40℃, 산소 포화도 0 ∼ 130

% 이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교정을 수행

- 광학 센서의 경우 용존 산소의 포화도는 센서의 output의 4차 함수로 표현되므

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용존 산소 포화도

에 대한 센서 output을 얻어야하며, 온도와 센서 간에는 3차 함수의 관계가 있

으므로 최소한 4 가지 이상의 다른 농도에서 자료를 얻어야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온도 0 ∼ 40℃ 내에서 5 점, 산소 포화도 0 ∼ 130 %에서 

6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T
 DO       
포화도

2℃ 10℃ 20℃ 30℃ 40℃

130 %

100 %

70 %

50 %

25 %

0 %

표 2-3-27. 용존산소센서 교정을 위한 온도 및 용존산소 포화도 측정 범위 예

- 기기 설치 

① 항온수조를 220 V 콘센트에 연결한 후 항온 수조에 온도와 순환 펌프 스위

치를 켠 후 15분 이상 워밍업하여 원하는 수온을 유지

② 산소와 질소가스를 MFC에 연결하여 항온수조내의 교정 용액에 공급

원하는 산소 포화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와 질소의 혼합 비율을 MFC를 

이용하여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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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 N2 O2

130 % 71.4 28.6

100 % 78 22

75 % 83.5 16.5

50 % 89 11

25 % 94.5 5.5

0 % 100 0

표 2-3-28. 교정 용액의 적절한 산소포화도를 얻기 위한 질소와 산소의 혼합 

비율

③ 기준센서와 교정할 센서를 스텐드에 고정하여 항온수조중앙 동일한 높이에 

설치

④ 기준센서를 이용하여 교정에 필요한 원하는 산소포화도에 이르렀는지 확인

- 교정 실험

① 항온 수조의 온도를 교정 범위 내 가장 낮은 온도 (2℃)로 조정한 후, 질소를 

이용하여 산소포화도 0 %로 맞춤. (산소포화도를 0 %로 낮추기 위해 

Sodium dithionite를 소량 넣어줌).

② 먼저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기준센서를 통해 각 교정범위에 적합한 산소포

화도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기준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을 각각 확인 및 기록

하고, 일정량 채수하여 용존산소 적정기로 측정.

③ 모든 범위의 산소포화도에 대한 값을 얻으면 온도를 한 단계 높인 후 ④를 

반복.

④ 교정 실험 순서 ②와 ③을 반복하여 모든 교정 범위 내의 교정 할 광학 용존 

센서 값을 얻어 표로 나타냄.

(3) 교정식 산출

- Stern-Volmer equation (Linear Algorithm) : 광학 용존센서로부터 나오는 값은 

Stern-Volmer equation에 의해 표현.

Stern-Volmer Algorithm은 적어도 두 개의 잘 알려진 산소농도의 값이 필요.

(보통 0 %에서 센서의 측정 가능한 최고 농도 %를 이용)






  산소압력이 일 때의 형광강도
  산소압력이 일 때의형광강도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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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rn-Volmer 방정식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용존 산소 농도

에 대한 식을 아래와 같이 표현.

- 용존 산소의 농도 [O2]는 아래의 4차식을 통해 광학 용존 센서의 데이터로부터 

교정

    





P는 온도에서의 상변위(phase shift)이며,  (X = 0, 1, 2, 3, 4)는 온도 의존 상  

관계수로   
 

의 식을 통해 산출 (t: 섭씨온도).

- 우리가 교정 실험을 통해 얻은 값들을 통해 4개의 상관계수를 결정한 다음 교

정이 필요한 센서의 교정된 상변화값을 기입.

- 교정된 상 변화값()은  이고, 원래의 상변화 값( )은과 A, B는 

100 포화된 상태와 0% 포화되었을 때의 두 포인트 교정점을 통해 결정.

○ 용존 산소 적정기 (DOT) 사용 방법

▪ DOT는 기존의 화학적 정량법과 원리는 동일하나 요오드용액이 350 ∼ 400 nm

에 강하게 흡수대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광학적인 방법으로 종말점을 결정

▪ DOT 사용 순서 

(1) KIO3에 의한 적정 용액 (Na2S2O3)농도교정 

- 측정정도를 높이기 위해 KIO3 표준용액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농도 교정을 실행

- 아래의 표준 적정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각각 구해진 종점의 평균을 가지고 

팩터 값을 구함.

그림 2-3-7. KIO3에 의한 적정 용액 (Na2S2O3)농도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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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lank적정

- KIO3 표준용액을 사용해서 고정시약류의 흡광도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 

Blank적정을 실행

- 아래의 적정을 반복해서, 각각 blank값을 평균하여 사용

그림 2-3-8. Blank 적정 절차 

(3) 시료 채수 및 시약 투입

- 채수튜브를 이용하여 두세 번 시료로 먼저 병을 씻어낸 후, DO병의 바닥에 밀

착시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해수가 흘러넘치도록 채수함

- 뷰렛으로 3M MnSO4를 0.5 mL 벽면을 따라 주입 후, 8M/6M NaOH/NaI를 

0.5 mL 바로 주입

-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며시 뚜껑을 닫은 후 산소병을 30회 정도 강하게 전

도 (연한 갈색 침전이 발생)

- 냉암소에 수시간 ∼ 하루 정도 보관

(4) 용존산소 적정기로 적정

- 측정 전에 5M 황산을 0.7 mL 주입

- 교반자석을 시료병에 조심스럽게 투입 후 킴와이프스로 유리병에 지문, 먼지등

을 잘 닦아냄.

- 시료병 번호와 시료 채수시의 온도를 기기에 기입한 후 적정기에 시료병 장착

단, 사전에 각 시료병 부피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보통은 PC카드 내에 데

이터베이스를 작성해두고, 병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료병의 용량이 나타남.

- 기기의 스틸러를 조작하여 충분히 갈색침전(수산화 제2망간)이 황산에 의해 잘 

교반되도록 함.

- 충분히 교반이 잘 되었으면, 티오황산나트륨표준용액을 넣어가며 노란색이 무

색으로 될 때까지 적정함 (기기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흡광도에 따라 일정량의 

티오황산나트륨표준용액이 투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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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의 기록매체에 보통 자동 기록이 남지만, 따로 실험노트에 시료에 대한 기

본사항과 시료의 적정포인트를 기입함.

시료채취
M n S O 2

주입

알칼리

주입 밀봉
교반·침전

H 2 S O 4

주입

교반·적정

그림 2-3-9. 용존산소 적정 절차

▪ 용존산소농도 (mgO/L) 계산식

  
 ×   × 

× 


×  × 

DO : 용존산소 농도 (온도 보정 후, mgO/L) f : 팩터 값    

H : 적정액 (Na2S2O3) 농도 (mol/L) Cdc : 보정된 DO병 용량 (mL)

Ec : 20℃ 환산된 종말점 (mL) 15.9994 : 산소원자량

Fx : 고정시약 (NaOH/NaI+MnSO4)량 (mL) Bk : Blank값 (mL)

2.5. 용존산소 센서의 현장 교정

○ CTD에 부착된  DO sensor

▪ 쉴틈 없이 작동하는 CTD와 부착된 sensor들을 주기적으로 실험실로 가져와 

sensor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 교정을 해준다면 좀 더 정밀도 높은 자료들을 획

득 가능하지만, 현재 정기적인 점검은 이루어지나 기기나 센서를 실험실로 보내

져서 교정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음.

▪ 조사선에 탑승하는 연구원들이 자신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서 얻은 DO값을 참값에 맞게 교정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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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CTD DO sensor 교정 방법

▪ CTD DO sensor를 사용하는 경우 수심에 따른 연속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센서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왜곡된 자료를 

줄 수 있음.

▪ 센서를 통한 용존산소 측정값에 있어서 drift를 가져다주므로 실제 시료를 채취

하여 화학적 적정법으로 DO값을 얻은 후 교정의 기준으로 사용.

▪ 수심별, 정점별로 다양한 DO값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기존 CTD DO sensor

의 값들에 대한 화학적 적정법을 통해 얻은 값을 기준으로 교정식을 세워 보정.

○ 현장 CTD DO sensor 교정 결과

▪ 현장에서도 DO sensor를 교정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실험으로 아

래의 자료는 2012년 7월 말 승선 관측 시의 값으로 현장 교정 방법을 적용한 것.

- 관측 당시 이어도호 CTD DO sensor는 2012년 5월 3일 실험실 교정이 이루어

져 있는 상태로, 교정이 이루어진지 3달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거의 참에 가까

운 값을 나타내어 값의 drift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DO Titration과 CTD DO sensor 간의 상관관계: 약 130여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좋은 양의 상관관계( = 0.982)를 보임.

▪ 이들 상관관계를 통하여 CTD DO sensor의 교정식을 산출.

CTD_Cal (μmol/L) = [CTD (μmol/L) –14.617]/0.9202

그림 2-3-10. 적정을 통해 얻은 DO값에 대한 CTD DO Sensor 값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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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D DO senor의 값이 교정된 결과

▪ 현장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CTD 자료에 비해 현장 교정을 통해 보정된 CTD

값이 화학적 적정법(Winkler)을 통해 얻은 값에 근접함.

그림 2-3-11. 현장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CTD 자료와 현장 교정된 CTD 자료의 비교

○ Calibration을 위해 적정해야 하는 최소 bottle 개수

▪ 정확도 높은 CTD DO sensor의 calibration 교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최

소한의 시료 숫자를 알아보기 위해 채수한 병들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열한 뒤 

시료의 숫자가 하나씩 늘 때마다 교정식의 기울기, y 절편 값과 상관계수의 변

화를 살펴봄.

▪ 시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기울기와 y 절편이 일정한 값에 수렴.

▪ 기울기와 y 절편의 수렴값에 근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개 이상의 시료를 이

용하여 CTD DO sensor와 적정법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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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시료 개수(n)에 따른 교정식 기울기의 변화

그림 2-3-13. 시료 개수(n)에 따른 y절편의 변화

○ CTD DO sensor 제조사에서 제안한 현장교정법과의 비교

▪ 이어도호 CTD에 부착되어있는 DO Sensor(SBE 43)에 대한 현장교정방법을 제조

사인 Sea-birds Electronics사에서는 Application note NO. 64-2 “SBE 43

Dissolved Oxygen sensor calibration and Data Correction using Winkler

Titration”라는 자료를 통해 제안하고 있음.

▪ 우리가 시도한 현장교정법은 CTD DO sensor의 실측값과 화학적 적정법을 통해 

얻은 DO값들의 실측값을 통해 간단한 교정식을 산출해내어 교정한 반면, 제조

사에서 제안한 현장교정은 다수의 샘플을 윙클러법으로 측정하여 얻은 값과 센

서의 전압값을 사용하여 센서의 용존산소 농도 계산식을 재 산출해 내는 방법.

▪ 용존산소의 농도 보정 전(그림 2-3-14의 흰색동그라미)은 적정법과 CTD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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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약 +0.1 ∼ -0.4 mL/L의 분포를 보이지만, 보정 후에는(그림 2-3-14의 사

각형) -0.3 ∼ +0.2 mL/L로 0에 근접함.

그림 2-3-14. 보정 전, 후의 CTD DO sensor와 적정값의 차이

▪ CTD DO sensor 제조사에서 제안한 현장교정법과의 비교해 보면 제조사가 제안

한 현장교정 결과는 CTD값과 적정값의 차이가 용존산소 농도에 따라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금번에 시행한 현장교정법은 용존산소 농도와 상관 없

이 차이가 0에 근접한 값을 보임(그림 2-3-15).

그림 2-3-15. 제조사 제안 방법(검은색 원)과 본 연구의 현장교정법(하얀색 

원)에 의한 보정 전, 후의 CTD DO sensor와 적정값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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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 및 검정 성적서의 이용방법

3.1. 온도분야의 교정 및 검정 성적서 이용방법

○ 저항식 온도계의 종류

▪ 저항식온도계는 물질의 전기저항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온도를 알아내는 온도계를 말함. 이때 저항온도계에 사용하는 물

질(센서)은 원칙적으로 온도변화에 대해 재현성 있게 전기저항이 변하는 것이면 

어떤 물질이라도 온도계로 사용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금속과 반도체만이 

온도계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저항온도계는 금속저항 센서인 측온 저항체(RTD,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와 금속화합물을 혼합 소결하여 만든 반도체 저항 센서인 서미스터

(thermistor)로 나눔(그림 2-3-16, 그림 2-3-17).

그림 2-3-16. 2 종의 백금 측온 소자

그림 2-3-17. Thermistor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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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분야에서 교정계수의 산출은 기본적으로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

를 사용하는데, 이때 교정식은 장비 제조사마다 다르게 적용하나 서미스터의 저항

온도계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Steinhart-hart equation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 ln  × ln 

여기서,  : 절대온도(K, T (℃) = (K) - 273.15 ), R:저항(Ω), A와 B 및 

C : 교정계수

○ SEABIRD CTD 온도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 SBE 3plus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식

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여기서 f 는 SBE 3plus의 출력 주파수 이며 f0 는 

1000 Hz 임(그림 2-3-18, 그림 2-3-19).

℃
× ln ×  ln  

×  ln  





그림 2-3-18. SBE 3plus Thermistor Type 온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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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Sea-Bird SBE-3plus 제조사 온도 교정성적서

○ SEABIRD CTD 온도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SBE 3plus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Seasave V7.ex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할 수 있음.

▪ PC와 CTD를 RS232로 시리얼 통신 연결 후, Seasave V7.exe 프로그램을 실행시

키면, 그림 2-3-20과 같이 configuration file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configuration file상에서 Frequency 1번 channel의 temperature sensor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온도 센서의 교정계수 g, h, i, j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게 됨.

▪ SBE 3plus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의 자세한 입력법은 제조사에서 제

공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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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0. SBE CTD의 온도센서 교정계수 입력 방법

○ RBR CTD 온도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 RBR TR-1050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여기서 LR 은 장비의 logger reading 값 임(그림 

2-3-21, 그림 2-3-22).

℃

× ln 


×



ln 










×



ln 













그림 2-3-21. RBR TR-1050 Temperature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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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RBR TR-1050 제조사 샘플 교정성적서

○ RBR CTD 온도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RBR TR-1050 CTD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

는 Ruskin.ex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할 수 있음.

▪ PC와 CTD를 RS232로 시리얼 통신 연결 후, Ruskin.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림 2-3-23과 같이 "Calibration Functions" drop-down 메뉴의 View/Enter

Calibration Coefficients 옵션을 눌러서 교정계수를 입력함.

▪ RBR CTD TR-1050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의 자세한 입력법은 제조사

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고함.

그림 2-3-23. RBR CTD의 온도센서 교정계수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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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ronaut CTD 온도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 Idronaut OS 304 온도 센서(측온 저항체)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여기서 N은 장비의 reading 값임(그림 

2-3-24, 그림 2-3-25).

℃ ×× 

그림 2-3-24. Idronaut OS 304 온도센서

그림 2-3-25. Idronaut OS 304 제조사 샘플 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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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ronaut CTD 온도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Idronaut OS 304 CTD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ITERM.ex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할 수 있음.

▪ PC와 CTD를 RS232로 시리얼통신 연결 후, ITERM.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림 2-3-26과 같이 verbose operating mode 상태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메인메뉴에서 다음을 사항을 입력하여 교정계수 a, b, c를 입력함.

* [3]Calibration : ☞ 3 Enter

* 002- Temp : ☞ 2 Enter

▪ Idronaut CTD OS 304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의 자세한 입력법은 제

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고함.

그림 2-3-26. Idronaut OS 304 CTD 온도센서 교정계수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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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nderaa WLR 온도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 Aanderaa WLR 온도 센서(서미스터)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아래

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여기서 N은 장비의 reading 값임(그림 2-3-27,

그림 2-3-28).

℃×× × 

그림 2-3-27. Aanderaa WLR 7의 수온센서

그림 2-3-28. Aanderaa WLR 7 제조사 샘플 교정 성적서

○ Anderaa WLR 온도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Anderaa WLR의 온도 센서는 Reading 값(N) 형태로 저장되므로 현장관측 후 

관측자료를 처리할 때 교정계수를 통해 변환된 실제온도를 직접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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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압력분야의 교정 및 검정 성적서 이용방법

○ 압력센서의 종류

▪ 해양에서 수심 관측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압력센서는 전기식 압력센서인 스트레

인 게이지형 압력센서와 압전형(piezoelectric) 압력변환기가 있음.

▪ 스트레인 게이지형 압력센서는 다이아프램내의 도선이 압력을 받아 탄성적으로 

늘어나면 그 길이와 직경이 변하여 도선 전체의 전기 저항이 변하는 원리를 이

용한 것으로 다이아프램에 많이 사용하고 있음(그림 2-3-29).

▪ 압전형 압력변환기는 수정 등의 결정체에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자체 내

에 전압이 유기되는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설계된 변환기로서 입력압력과 출력

신호와의 선형성이 우수하고 주변온도를 항온하면 재현성도 좋아서 정밀관측용

으로 사용하고 있음(그림 2-3-30).

○ 압력 분야에서 교정계수의 산출은 기본적으로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

을 사용.

그림 2-3-29. 다이아플램형 스트레인 게이지의 형태(상)와 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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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0. 압전형 압력변환기의 기본 구조

○ SEABIRD CTD 압력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 SBE 19plus 압력 센서(스트레인 게이지형)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그림 2-3-31, 그림 2-3-32).

Pressure(psia)  PA  PA × n  PA × n

n 
PTCB  PTCB × t  PTCB × t

x × PTCB

x  pressureoutput  PTCA  PTCA × t  PTCA × t
y  thermistoroutput
t  PTEMPA  PTEMPA × y  PTEMPA × y

그림 2-3-31. SBE 19plus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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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 SBE 19plus 제조사 압력 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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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BIRD CTD 압력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SBE 19plus 압력 센서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SeatermV2.ex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할 수 있음.

▪ PC와 CTD를 RS232로 시리얼통신 연결 후, SeatermV2.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

면, 그림 2-3-33과 같이 SBE 19plus V2 장비를 선택하여 PC와 SBE 19plus를 연

결할 수 있음.

▪ 그림 2-3-33에 나온 명령어를 입력하여 압력 센서의 교정계수를 입력할 수 있으

며 자세한 입력법은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고함.

그림 2-3-33. SBE 19plus CTD 압력센서 교정계수 입력방법

○ Idronaut CTD 압력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 Idronaut OS 304 압력 센서(스트레인 게이지형)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

하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여기서 N은 장비의 reading 값임(그

림 2-3-34, 그림 2-3-35).

Pressure(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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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Idronaut OS 304 압력 센서

그림 2-3-35. Idronaut OS 304 제조사 압력 교정성적서

○ Idronaut CTD 압력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Idronaut OS 304 CTD 압력 센서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ITERM.ex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할 수 있음.

▪ PC와 CTD를 RS232로 시리얼통신 연결 후, ITERM.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림 2-3-26과 같이 verbose operating mode 상태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메인메뉴에서 다음을 사항을 입력하여 교정계수 a, b, c를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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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alibration: ☞ 3 Enter

* 001- Press : ☞ 1 Enter

▪ Idronaut CTD OS 304 압력 센서의 교정 계수의 자세한 입력법은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얼을 참고함.

○ Aanderaa 압력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그림 2-3-36, 그림 2-3-37)

▪ Aanderaa 압력 센서(압전형 압력변환기)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아

래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여기서 N은 장비의 reading 값임.

Pressure(kPa)  ×× × 

(where N  N·  N)

그림 2-3-36. Aanderaa WLR 7 압전형 압력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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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7. Aanderaa WLR 7 제조사 압력 교정 성적서

○ Anderaa WLR 압력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Anderaa WLR의 압력 센서는 Reading 값(N) 형태로 저장되므로 현장관측 후 

관측자료를 처리할 때 교정계수를 통해 변환된 실제 압력을 직접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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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염분분야의 교정 및 검정 성적서 이용방법

○ 염분 및 전기전도도센서의 종류

▪ 해양에서 염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해수중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후, 실용염

분눈금-78에 의해서 염분으로 환산하여 사용함. 전기전도도의 단위는 SI 단위인 

지멘스 매 미터(S/m), 염분의 단위는 없음. 전기전도도 센서는 유도형과 전극형

이 있음.

▪ 유도형(Induction type) 전기전도도 센서는 1차 측 코일에 입력전압이 셀 내의 

해수에 따라 2차 측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을 측정하여 전기전도도 값으로 환산

한 것임. 유도형 전기전도도 센서는 해수와 이격해서 비접촉식으로 관측되기 때

문에 유지 보수가 비교적 간편하여 주로 계류용으로 사용함(그림 2-3-38).

▪ 전극형(Electrode type) 전기전도도 센서는 관 형태의 셀내 전극(백금 전극)과 전

극사이의 관통하는 해수에 의한 저항변화를 측정하여 전기전도도를 관측함. 전

극형 전기전도도 센서는 측정값은 정밀정확 하지만 해수에 직접 접촉되기 때문

에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함(그림 2-3-39).

그림 2-3-38. Induction type conductivity cell

그림 2-3-39. Electrode type conductivit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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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BIRD CTD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 SBE 4C 전기전도도 센서(전극형)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그림 2-3-40, 그림 2-3-41).

Conductivity =                        (S/m)

     : 교정계수,  : 전기전도도 센서의 출력값

온도에의한보정값   ×  ,

압력에의한보정값   ×  ,  온도 ℃

그림 2-3-40. SBE 4C 전기전도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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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 Sea-Bird SBE 4C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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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BIRD CTD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SBE 4C 전기전도도 센서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Seasave

V7.ex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할 수 있음.

▪ PC와 CTD를 RS232로 시리얼통신 연결 후, Seasave V7.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

면, 그림 2-3-42와 같이 configuration file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configuration

file상에서 Frequency 2번 channel의 conductivity sensor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전기전도도 센서의 교정계수 g, h, i, j를 입력 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됨.

▪ SBE 4C 전기전도도 센서의 교정 계수의 자세한 입력법은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고함.

그림 2-3-42. SBE 4C 전기전도도센서 교정계수 입력 방법

○ Idronaut CTD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 Idronaut OS 304 전기전도도 센서(전극형)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여기서 N은 장비의 reading 값임(그림 

2-3-43, 그림 2-3-44).

Condu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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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 Idronaut OS 304 전기전도도 센서

그림 2-3-44. Idronaut OS 304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성적서

○ Idronaut CTD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Idronaut OS 304 CTD 전기전도도 센서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

는 ITERM.ex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할 수 있음.

▪ PC와 CTD를 RS232로 시리얼통신 연결 후, ITERM.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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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과 같이 verbose operating mode 상태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메인메뉴에서 다음을 사항을 입력하여 교정계수 a, b, c를 입력함.

* [3]Calibration : ☞ 3 Enter

* 003- Cond : ☞ 3 Enter

▪ Idronaut CTD OS 304 전기전도도 센서의 교정 계수의 자세한 입력법은 제조사

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얼을 참고함.

○ Aanderaa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 계수 산출법 (그림 2-3-45, 그림 2-3-46)

▪ Aanderaa 전기전도도 센서(유도형)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게 제공하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교정을 수행함. 여기서 N은 장비의 reading 값임.

Conductivity  ×× × 

그림 2-3-45. Aanderaa 전기전도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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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6. Aanderaa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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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eraa 전기전도도 센서 교정 계수 입력 방법

▪ Anderaa 전기전도도 센서의 교정 계수는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program

4040.exe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 할 수 있음.

▪ PC와 CTD를 RS232로 시리얼통신 연결 후, program 4040.exe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면, 그림 2-3-47과 같이 Output1(Conductivity)의 교정계수 A, B, C, D를 입

력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입력법은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을 참고함.

그림 2-3-47. Anderaa 전기전도도센서 교정계수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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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정 및 검정 실적

○ 해양관측장비 교정건수는 온도는 총 45건, 압력은 11건, 전기전도도는 27건 임.

○ 해양관측기기 보수, 수리, 서비스 건수는 총 16건 임(표 2-3-29).

구  분 2010년

(건수)

2011년

(건수)

2012년

(건수)
계

관측장비 

교정건수

분야 모델명

온도

(수온)

SBE 3P - - 12 12

SBE 19plus - 2 1 3

기타(OS 304, TG1050, 

WLR 등)
30 - 30

합계 - 32 13 45

압력

(수심, 

조위․파고)

SBE 9plus - - 2 2

기타(Paro-scientific,

WLR 등)
- 4 5 9

합계 - 4 7 11

전기전도도

(염분)

SBE 4C - 5 15 12

SBE 19plus - 2 3 3

기타(OS 304 등) - 2 - 2

합계 - 9 18 17

해양관측기기 보수, 수리, 서비스 건수 5 - 11 16

계 5 45 49 99

표 2-3-29. 교정 및 검정 실적

5. 기타 해양관측기기의 검정 및 점검

○ 현장관측장비중 온도(수온), 압력(수심, 조위․파고) 및 전기전도도(염분)의 교정항

목 이외 장비중, 해수특성장비의 광센서류(Turbidity sensor, Fluorometer, PAR

sensor), 해류특성장비의 유속계류(ADCP) 및 수중음향특성장비(Echorsounder,

Side Scan Sonar, Sub-Bottom Profiler) 등에 대한 교정항목의 확대를 준비 중에 

있음.

○ 해양선진국에서는 상기 교정항목에 대한 기준기의 유지기술 및 교정기술은 곧 장

비개발로 이어지는 순환적 메커니즘 연계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자료 기술

이전 등은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기타 해양관측기기 및 장비의 점검은 오실로스코프, 임피던스 측정기, 정

밀저항계․전압계 및 전류계 등의 전자계측기를 이용, 점검 및 조정을 통하여 상

대적인 검정을 실시해서 정밀측정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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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해양연구장비의 이력관리

1. 해양연구장비의 분류체계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2010.12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제정 및 이행권고(그림 2-4-1).

▪ KIOST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 구축하여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그림 2-4-1.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체계

○ 해양연구장비의 분류체계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대분류 8개, 중분류 48개, 소분류 209개로 

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작성함(표 2-4-1).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기초로 해양과기원의 연구장비(해양관측장비 

및 실험실 장비)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구축.

▪ 이를 통해 해양과기원의 연구장비종합관리서비스 DB와 NFEC 장비 DB를 연계

하여 원내 연구장비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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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분류번호 소  분  류

A.

해수특성

관측장비

A.1 수심수온염분측정기(CTD System)

A.2 다항목측정기(Multi-Parameter Probe;  YSI)

A.3 표층수온염분측정기(Thermosalinograph; TSG)

A.4 다층미세구조측정기(Microstructure Profiler;  TurboMap)

A.5 센서(단일센서)(Sensor)

A.6
센서가 포함된  

지시계/기록계/측정기(Indicator/Recorder/Meter)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수특성 관측장비

B.

해류특성

관측장비

B.1
초음파 도플러 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

B.2 프로펠러  유속계(Propeller Current Meter)

B.3 전자기  유속계(Electromagnetic Current Meter)

B.4
고주파 해수면 관측 레이더(High-Frequency Ocean  Surface 

Radars)

B.5 도플러 유속계 센서(단일센서)(Doppler Current  Sensor;DCS)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류 관측장비

C.

조위·파고

관측장비

C.1 수압식 조위계(Pressure Type Tide  Gauge)

C.2 수압식 파고계(Pressure Type Wave-Height  Meter)

C.3 초음파 조위계(Ultrasonic Tide Gauge)

C.4 초음파 파고계(Ultrasonic Wave-Height  Meter)

C.5 마이크로파 파고계(Microwave Range  Finder)

C.6 부이식 파향파고계(Directional Waverider Buoy)

C.7 측간식 파고계(staff type wave gauge)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위·파고 관측장비

D.

지형·지층

관측장비

D.1 단빔  수심측정기(Single Beam Echo Sounder)

D.2 멀티빔  수심측정기(Multi-Beam Echo Sounder)

D.3 전방 음향영상 탐사기(Forward Looking  Sonar)

D.4 측면주사 음향탐사기(Side Scan Sonar)

D.5
천해용 해저 지층 탐사기(Single-Channel  Sub-Bottom 

Profiler)

D.6 중천해용 해저 지층 탐사기(Sparker)

D.7
심해용 해저 지층 탐사기(Multi-Channel  Seismic Data 

Acquisition System)

표 2-4-1. 해양연구장비의 표준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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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분류번호 소  분  류

D.8 3D 지형 탐사기(Lidar)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형, 지층 관측장비

E.

기상·대기

 

관측장비

E.1 해양기상장비(Ocean  Atmosphere Equipment)

E.2 풍향풍속센서(Wind Moniter)

E.3 3축 풍향풍속계(3-D Sonic  Anemometer)

E.4 기압센서(Barometric  Pressure Sensor)

E.5 기압계(Barometer)

E.6 온도/습도  센서(Temperature/Relative Humidity Probe)

E.7 이산화탄소측정센서(CO2Sensor)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 대기 관측장비

F.

지자기·중력

관측장비

F.0 해상자력계(Marine Magnetometer)

F.1 해상중력계(Marine Gravimeter)

F.2 육상자력계(Land Magnetometer)

F.3 육상중력계(Land Gravimeter)

F.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자기, 중력 관측장비

G.

위치

관측장비

G.1 휴대용 위성 위치 측정시스템(Hand Held GPS)

G.2 위성 위치 측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G.3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Differential GPS)

G.4 이중 주파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Dual Frequency  DGPS)

G.5 가상 기준점 시스템(Virtual Reference System;  VRS)

G.6 실시간 이동측위시스템(Real Time Kinematic; RTK)

G.7
수중 위치 측정시스템(Supper Short Base  Line/Ultra-short 

baseline; SSBL/USBL)

G.8 자이로(Gyro)

G.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치 관측장비

H.

영상관측장비

H.1 수중카메라 시스템(Underwater Camera System)

H.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영상 관측장비

I.

음향특성

관측장비

I.1 수중음향 청음기(Hydrophone)

I.2 수중음향 송파기(Transducer)

I.3 음향 어레이(Hydrophone Array)

I.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특성 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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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분류번호 소  분  류

J.

시료채취장비

J.1 해수 샘플채집장비(Water Sampler)

J.2 수중생물 샘플채집장비(Aquatic Organism  Sampler)

J.3 해저면 샘플채집장비(Submarine Topology  Corer)

J.4 퇴적물 샘플채집장비(Sediment Corer)

J.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료채취장비

K. 통신장비

K.1 수중모뎀(Acoustic Modem)

K.2 부호분할 다중접속 모뎀(CDMA Modem)

K.3 유도성 모뎀(Inductive Modem)

K.4 위성 통신 시스템(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K.5 음파식 원격분리기(Acoustic Release System)

K.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장비

Z.

기타 

현장관측장비

Z.1 윈치(Winch)

Z.2 발전기(Generator)

Z.3 펌프(Pump)

Z.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장관측장비

2. 장비이력카드 시스템

○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

▪ 해양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통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연도별/부서별 장비 

및 장비이력카드 검색

▪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장비기본정보사항, 장비 사용/수리/검정 및 교정/공동

활용 실적 등 장비이력사항에 대해 기록(그림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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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장비이력카드시스템

3. 장비출장 시스템

○ 출장 신청/복명 시 장비 반․출입 신청/복명 병행

▪ 출장 신청/복명 시 장비 반․출입 신청/복명을 병행하여 해당 출장에서 사용한 

장비의 사용실적 등에 관한 이력사항이 자동으로 장비이력카드시스템에 기재됨.

○ 장비이력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능 

▪ 사람 및 장비의 출장시스템을 서로 링크하여 장비이력카드시스템에서 해당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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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떤 출장목적 또는 연구 사업에서 사용되었는지 등 장비이력사항에 대한 체

계적인 정보관리 가능.

▪ 장비의 수리, 보수, 점검 시기 파악이 가능하여 장비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

○ 장비 가동률 파악 및 장비공동활용활성화

▪ 장비출장시스템을 통해 장비이력카드의 자동으로 기록된 장비사용실적을 토대로 

활용 및 유휴·저활용 장비에 대한 판정 및 실제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

▪ 활용실적이 저조한 장비는 기기검교정․분석센터로 흡수되어 공동활용대상장비

로 선정되어 원내에서 장비공동활용.

▪ 장비사용실적을 근거로 향후 신규장비 및 노후화대체장비 도입 시 참고자료로 

활용.

4. 교정 및 검정 대상 장비의 이력관리

○ 장비이력카드의 인트라넷 연구장비종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검정 및 교정 신청 접수

에서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장기적인 이력관리 가능.



－ 205－

제 5 절 CTD 현장비교시험

1. 2009년 1차 현장 비교시험

1.1. 개요

○ 목적 : 해양 관측․조사 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한 원내 정도 관리 기반 구축의 일

환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해양 관측 장비인 CTD와 YSI System의 자료를 

상호 비교.

○ 일시 : 2009년 9월 23일 ~ 24일

○ 장소 : 대한해협 부근 수심 약 100 m 지점

진해만 잠도 부근 수심 약 50 m 지점

○ 연구선 : 장목호

○ 참여연구원 :

현장 관측 : 황근춘, 조성록, 이정한, 김영준(운항팀)

자료 분석 : 강동진, 문초롱

○ 대상 기기

▪ 참여 부서 : 4개 연구부서

▪ 참여 기기 : CTD 8대, 계류용 CTD 4대, YSI 4대 

(현재 사용 중인 장비를 위주로 선정)

기기 모델명 참여대수 제조사 비고

CTD

SBE911 1

Sea-BirdSBE25 2

SBE19 1

OS304 2

IdronautOS316 1

OS320 1

SBE31IM 4 Sea-Bird Mooring용

YSI

YSI-6920 1

YSIYSI-6600M

YSI-600XLM

표 2-5-1. CTD 현장 비교 시험 참여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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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교시험 방법

○ 장목호에 CTD 및 YSI 기기를 압력센서의 높이를 거의 동일하게 한꺼번에 창착 

하여 관측

▪ 1일차 : CTD 8대 동시 관측 (대한해협)

▪ 2일차 : Mooring용 CTD 4대와 YSI 4대 동시 관측 (진해만)

그림 2-5-1. 상호 비교시험을 위해 장목호에 장착된 CTD

○ 장비를 동시에 일정 수심까지 내린 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료를 취득한 후 다음 

수심으로 내리는 것을 반복. 1일차의 경우 표층, 10 m, 20 m, 30 m, 40 m, 50 m,

70 m, 90 m에서 수행하였으며, 2일차의 경우에는 표층부터 40 m 까지 매 10 m

간격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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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현장 비교 시험 실시 수심 1일차 CTD 8대(좌) 및 2일차 Mooring용 CTD

4대와 YSI 4대(우)

1.3. 비교시험 결과

1.3.1. CTD 현장 비교 시험

○ 압력

▪ CTD0의 경우에는 항상 깊은 수심을 (1.21 ± 0.24 dbar) 보임.

▪ CTD6, CTD7은 항상 얕은 수심을 보임.

▪ CTD7을 제외하면 모든 CTD의 동일 수심에서의 표준편차는 대부분 0.2 dbar 이

하를 보임.

▪ 결론적으로 CTD0, CTD6, CTD7의 압력 센서에 대한 교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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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CTD 상호 비교시험 수심(압력) 비교 결과

○ 수온

▪ 수온의 경우 40 m와 50 m의 자료는 각 장비의 동일 수심에서의 표준 편차가 

다름 수심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나타남. 이는 수온 약층 수심으로 수심에 따라 

수온의 차이가 매우 심해 나타난 것으로 상호 비교 자료에서 제외함(그림 

2-5-5).

▪ 40 m와 50 m를 제외하고 동일 수심에서 각 장비의 수온에 대한 표준편차는 평

균 0.008℃

▪ CTD1의 경우 항상 다름 기기에 비해 수온이 낮은 값을 보이고, CTD4의 경우는 

대부분 높은 값을 보임.

▪ CTD5의 경우 표층을 제외한 다른 수심에서는 다른 기기들과의 차이를 거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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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으나 표층에서 매우 작은 값을 보이는 것은 표층에서 주위의 수온과 

평형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측을 행한 것으로 사료됨.

그림 2-5-4. CTD 상호 비교 시험 정점에서 수온, 염분의 수직 분포, 초록색 선은 

현장 비교 시험이 실시된 수심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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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CTD 상호 비교시험 수온 비교 결과

○ 전기전도도 및 염분

▪ 염분은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지는 것이므로 전기전도

도만을 대상으로 토의.

▪ 염분의 경우 역시 40 m와 50 m에서 염분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 상호 비교 

자료에서 제외함(그림 2-5-7).

▪ CTD1과 CTD2는 다른 기기에 비해 항상 높은 값을 보이고, CTD3은 항상 낮은 

값을 보임.

▪ 동일 수심에서 각 장비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였을 경우 CTD1, CTD2, CTD3,

CTD4의 교정이 요구됨.

▪ 염분의 경우 그 양상은 전기전도도와 동일하지만, 수온의 자료와 더불어 계산되

는 값이므로 전기전도도에 비해 동일 수심에서의 표준편차의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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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CTD 상호 비교시험 전기전도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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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CTD 상호 비교시험 염분 비교 결과

1.3.2. Mooring용 CTD 및 YSI System 현장 비교 시험

○ 압력

▪ CTD0와 YSI2의 경우에는 항상 깊은 수심을 보임.

▪ CTD8의 경우 1차 시험의 표층에서만 깊은 수심을 보여,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

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됨.

▪ 2차 시험에서 YSI1은 수심 30 m 이상 되는 곳에서의 자료의 질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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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Mooring용 CTD와 YSI System 상호 비교시험 수심(압력) 1차 

비교(상) 및 2차 비교(하) 결과

○ 수온

▪ YSI1, YSI2의 경우 항상 다른 기기에 비해 작은 값을 보임 특히 YSI1의 경우에

는 4℃이상의 큰 차이를 보여 수온 센서에 대한 교정이 시급함.

▪ 그 외의 기기는 각 장비의 동일 수심에서의 표준 편차를 고려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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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Mooring용 CTD와 YSI System 상호 비교시험 수온 1차 비교(상)

및 2차 비교(하) 결과

○ 염분

▪ YSI1과 YSI2의 경우에는 항상 높은 염분을 보임. 그러나 수심 2차 시험의 수심 

20 m 이상에서 YSI1은 가장 작은 값을 보임.

▪ CTD10과 CTD11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작은 값을 보임.

▪ YSI1, YSI2, CTD10, CTD11의 경우 교정이 요구됨. 특히 YSI1의 경우에는 고장

이 의심될 만큼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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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0. Mooring용 CTD와 YSI System 상호 비교시험 염분 1차 

비교(상) 및 2차 비교(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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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2차 현장 비교시험

2.1. 개요

○ 목적

▪ 해양 관측․조사 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한 원내 정도 관리 기반 구축의 일환

▪ 해양 관측 및 시료 채취·분석 자료에 대한 실험실 간에 상호 비교·분석

▪ 해양 관측 및 분석의 품질 향상

○ 일시 : 2011년 5월 26일 ~ 28일

○ 장소 : 동해 포항 인근 수심 1000 m 지점 

그림 2-5-11. 2011년 2차 현장 비교시험 정점도

○ 연구선 : 이어도호

○ 참여연구원 

▪ 현장관측

▪ 자료 분석 : 강동진, 문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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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명 소속 업무

1 강동진 기기검교정·분석센터 총괄

2 황근춘 기기검교정·분석센터 CTD 비교 시험

3 이정한 기기검교정·분석센터 CTD 비교 시험

4 조성록 기기검교정·분석센터 YSI

5 김종근 해양환경·방제연구부 YSI

6 윤민상 기기검교정·분석센터 CTD 비교 시험

7 김성근 해양환경·방제연구부 DO 비교시험

8 문초롱 기기검교정·분석센터 CTD 비교 시험

9 손주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DO 비교시험

10 이현경 심해해저자원연구부 DO 비교시험

11 노태근 부산대학교 DO 비교시험

12 강명일 부산대학교 DO 비교시험

표 2-5-2. 현장비교 시험 현장 관측 참여 연구원

○ 대상 기기

▪ 참여 부서 : 6개 연구부서

▪ 참여 기기 : CTD 12대, 계류용 CTD 2대, YSI 4대 

(현재 사용 중인 장비를 위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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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모델 S/N 부서 관리자
관측가능

수심

CTD

SBE9 이어도호 김용준 6800

IDRONAUT304 908237 기후연안재해연구부 김선정 100

IDRONAUT304 1107223 남해특성연구부 임동일 500

IDRONAUT304 1108279 기후연안재해연구부 홍창수 200

IDRONAUT319 - 남해특성연구부 이우진

IDRONAUT320 302241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신창웅 500

SBE19 19P39446-4783 해양위성관측기술 문정언 110

SBE19 19P52523-6123 동해특성연구부 정의용 110

SBE19 - 해양환경방제연구부 이수환 110

SBE25 2543261-401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장영석 6800

SBE19 부산대학교 노태근 100

SBE19 부산대학교 노태근 100

M-CTD
SBE37SM 40387-4103 해양환경방제연구부 이수환 110

SBE37SM 41481-4246 해양환경방제연구부 이수환 7000

MP

YSI6600 해양환경방제연구부 김종근 40

YSI6600 해양환경방제연구부 김종근 40

YSI6600 해양환경방제연구부 김종근 40

YSI6600 해양환경방제연구부 김종근 40

표 2-5-3. CTD 현장 비교 시험 참여 기기

2.2. 비교시험 방법

○ CTD 및 Multiparameter Probe

▪ 상호 비교 시험에 참가한 모든 기기를 압력 센서의 높이를 동일하게 장착하여 

동시에 수중에 투입하여 관측

▪ 각 장비의 관측 가능한 수심을 고려하여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관측

▪ 비교적 물성이 일정한 수심에서 일정 시간 동안 관측 

▪ 관측 시간 동안 염분 보정을 위한 시료 채취 

○ 용존산소 측정

▪ 기기 검교정 분석 센터에서 해수 채취 (Rosette 이용 5개 수층)

▪ 참가 실험실에서 해수 시료 용기 및 전처리 장비를 준비

▪ 현장에서 분석 가능한 실험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분석

▪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실험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처리 후 각 실험실의 매뉴

얼에 따라 전처리 후 보관 및 운반 후 실험실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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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3. 2차 현장 비교 시험 실시 수심

그림 2-5-12. 2차 상호 비교시험을 위해 장착된 C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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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교시험 결과

2.3.1. CTD 현장 비교 시험

○ 현장 비교 시험 지점에서의 수온, 염분의 수직 분포

▪ 표층으로부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온은 감소하며 수심 500 m

이하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수온을 보임.

▪ 약 수심 50 m 지점에 염분 34.3 이상의 염분 최대 층이 분포하며, 수심 100 m

부근에 염분 최소 층이 분포함.

그림 2-5-14. 2차 현장 비교 시험 실시 정점의 수온 염분의 수직분포

○ 압력

▪ CTD0의 경우에는 항상 가장 얕은 수심을 보임.

▪ CTD8은 가장 얕은 수심을 보인 CTD0에 비해 약 5 dbar 깊은 수심을 보임.

▪ CTD0 과 CTD8을 제외하면 모든 CTD의 동일 수심에서의 표준편차는 0.2 dbar

이하를 보임

▪ 결론적으로 CTD0, CTD8의 압력 센서에 대한 교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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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5. 2차 CTD 상호 비교시험 압력 비교 결과

○ 수온

▪ CTD7의 경우 항상 다른 기기에 비해 100 m 의 경우 수온이 1.5℃ 이상 높은 

값을 보임.

▪ CTD5의 경우 다른 기기에 비해 약 0.04℃ 정도의 낮은 값을 보임.

▪ CTD7을 제외하면 동일 수심에서 각 장비의 수온에 대한 표준편차는 약 0.018℃

이며, CTD5까지 제외하면 수온에 대한 표준편차는 약 0.007℃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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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6. 2차 CTD 상호 비교시험 수온 비교 결과

○ 전기전도도 및 염분

▪ 염분은 전기전도도와 수온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지는 것이므로 전기전도

도만을 대상으로 토의

▪ CTD7은 다른 기기에 비해 전기전도도 약 0.4 S/m(염분 약 6)이상 작은 값을 보

여, 기기의 이상 또는 configuration coefficient의 이상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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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D3의 경우는 다른 기기에 비해 편차가 심하여 전기전도도 센서의 fouling 등 

이상이 있는 것으로 예측됨.

▪ CTD5의 경우는 전기전도도에 비해 다른 기기들 보다 큰 염분을 보이는데 이는 

CTD5의 수온이 다른 긱에 비해 작은 값을 보이기 때문으로 전기전도도 센서의 

이상이라기 보다는 수온 센서의 이상으로 나온 결과임.

그림 2-5-17. 2차 CTD 상호 비교시험 전기전도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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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8. 2차 CTD 상호 비교시험 염분 비교 결과

2.3.2. 용존산소분석 현장 비교 시험

○ 용존산소 분석 방법

▪ 용존산소 비교 시험에 참가한 4개 실험실 모두 Winkler법을 이용

▪ 하나의 실험실(Lab04)은 비색법을, 나머지 실험실은 녹말 지시약을 사용한 적정

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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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존산소 비교 분석 결과

▪ 각각의 수심에 대해 동일한 실험실에서 2회 혹은 3회 반복 분석한 결과는 각 실

험실별로 최대 4 %의 차이를 보임.

▪ 수심 117 m의 경우 Niskin Bottle의 leak가 심하여 비교하기 어렵고, 이를 제외

하면 4개의 서로 다른 수심에서 표준편자 0.4 mg/L이하의 차이를 보임.

▪ 모든 시료에서 Lab02의 측정값이 가장 작고, Lab04의 측정값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1 mg/L이하의 차이를 보임.

▪ 비교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숫자가 작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t-test

결과 t-score가 모두 1 이하로 4개의 분석 결과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5-19. 용존산소 측정 상호 

비교시험 결과

그림 2-5-20. 용존산소 측정 상호 

비교시험 t-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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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해양관측기기 교정을 위한 역량강화

1. 해양관측기기의 교정실시 홍보 

1.1. 설문조사 

○ 원내의 해양자료 정도관리 의식과 해양관측․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도

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기간 : 2009년 8월

▪ 설문대상자

- 본원,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에 근무하는 정 직원 179명에게 배포

- 이중 133명(74.3%)이 설문에 응답. 미 응답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해양관측을 

통해 자료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설문대상자가 아니라고 답해왔음.

- 현장에서 해양관측을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응답한 비율은 90% 수준임.

▪ 설문조사 결과

- 현장관측․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자 106명중 해양과기원의 조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가 85명(80%),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83명(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부기관

의 해양연구선을 활용하는 경우는 13명(12%) 정도. 관용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5명

(5%), 외국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는 3명(3%), 여객선은 2명(2%)에 불과했음.

- 해양관측․조사를 실시하는 118명중 선박 이외의 해양관측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관측부이가 34명(29%)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관측기지 25명(21%), 인공위성 

23명(19%), 조위관측소 21명(18%), 카메라 19명(16%) 순이었음. 해안에서 도보로 이동

하면서 관측․조사하는 경우는 16명 (14%), 위성뜰개를 이용하는 경우가 10명(8%), 레

이더를 이용하는 경우가 9명(8%), 잔교를 이용하는 경우 7명(6%), 항공기 4명 (3%), 항

로표지 4명 (3%), 부선 3명(2%), 기타로는 Deep-tow나 다이빙 등이 있었음.

- 어떤 항목에 대하여 해양관측․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수

온이 79명(67%), 염분이 71명(60%), 수심이 68명(58%), 용존산소 48명(41%), 탁도 46명

(39%) 등의 순이었으며, pH 39명, 해류 39명, 조석 37명, 위치 35명, SS 30명, 엽록소 

28명으로 다음으로 많았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수온, 염분, 수심을 측정하는 CTD의 교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

임을 알 수 있었으며, 용존산소, 탁도, pH 등 다항목 측정센서에 달려있는 센서의 정

도관리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해양자료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

며, 17%가 중요하다고 답해 전체 98%가 정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자료의 정확도와 정밀도 등 달성해야 할 품질목표를 수립해 

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품질목표를 설정해 둔 경우가 41%, 품질목표를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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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48%, 품질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11% 였음. 품질목표는 정도관리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명시

적으로 품질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41%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정도관리가 중요하다

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도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자체적으로 원내에서 직접 해양관측․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생산되는 자

료의 품질은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4%,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5%로서 전체의 79%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원내의 해양자

료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5%였으며,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가 

4%, 낮다고 대답한 경우는 2%였음.

- 해양 관측․조사 시 CTD를 이용하여 수온, 염분, 수심을 측정할 경우, 관측 장비를 

현장조사를 떠나기 전에 교정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0%가 현장조사 전에 

교정을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50%는 매번 출장 전에 교정을 하지는 않는 것으

로 드러났음. CTD의 교정주기는 매번 현장 출장 전에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27%, 현장 출장 전과 후에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5% 였음. 1년에 2회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는 27%였으며, 1년에 1회만 받으면 충분하다는 

대답은 6%, 2년에 1회만 받으면 충분하다는 대답은 4%였음.

- 원내에서 수온, 염분, 수심을 최우선순위로 교정할 경우, 나머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를 묻는 설문에서는 용존산소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

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가 13명, 해류가 8명, 탁도가 6명이었음. 2순위로 뽑은 항목으

로는 pH가 33명, 엽록소가 15명, 해류가 8명, 조석이 8명이었음.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1순위에서 5순위 안에 포함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선택된 경우의 합

을 계산한 결과, 1∼5순위에 가장 많이 포함된 항목은 용존산소였으며, pH, 탁도, 엽

록소, 해류, 조석, 위치, 파고, 수중음향, 광투과도, 해양기상의 순이었음. 이러한 결과

는 측정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음.

- 이제까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시행된 실험실간 상호비교검증(intercalibration) 실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명으로서 전체의 2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관측조사나 실험, 분석 등에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신규 인력 등 다른 사람에

게 이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원내에서 자체적인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57%로 가장 많았으며, 매뉴얼이나 지침서를 숙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32%, 표준운영지

침(SOPs)을 사용하는 경우는 5%, 외부기관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경우는 4% 정도였

음.

- 해양관측․조사자료의 품질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향상되고 있다는 응답이 63%

였으며,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4%이었으며,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음. 전체 응답자의 88%가 정도관리 관련법이 시행되면 해양자료의 품질이 개선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법이 시행되어도 그대로일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12% 정

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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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해양관측수단 비교 원내 해양관측․조사자들이 측정하고 있는 항목

정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좌) 및 

자료의 품질목표 설정 여부(우)

원내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좌)과 

위탁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우)에 

대한 인식 비교 

그림 2-6-1. 설문조사 결과 

- 정도관리제도 시행 시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양관측장비의 교정이

었으며, 표준운영지침의 마련,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상호비교검증 순이었음.

- 응답자의 95% 이상이 원내에서 해양자료의 정도관리에 관한 세미나,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7%가 원내에서 해양자료의 정도관리에 관

한 세미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원내의 다

른 직원들에게 전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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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2012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발표 대회장에 전시된 부스 및 RM

1.2. 홍보

○ 2012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부스 설치(그림 2-6-2)

▪ 해양관측장비 교정 서비스 소개

▪ 염분, 영양염, 해양퇴적물 미량금속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RM) 전시

▪ 해양퇴적물 미량금속 숙련도 평가 신청서 접수 

○ 해양관측장비 교정 서비스 및 정도관리용 해양표준물질 브로셔 제작(그림 2-6-3).

○ CTD 등 해양관측장비의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관련기관에 

서비스함으로써 해양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 기기검교정․분석센터는 원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CTD, 조위․파고계, 다항목측정센서 

등 기본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교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온도와 압력분야는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이 유력시되며, 2013년부터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해양관련 조사 연구기관으로 교정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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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해양관측장비 교정 서비스 및 정도관리용 해양표준물질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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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

2.1. 해외 훈련

2.1.1. 미국 Sea-Bird Electronics

○ 교육훈련 기간 : 2009. 10. 19 ~ 2009. 10. 22

○ 교육훈련 참석자 : 이정한

▪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TD 제조사인 Sea-Bird Electronics에서 

주최하는 CTD technical training 참석

▪ Sea-Bird Electronics 교정 시설 투어

▪ Sea-Bird Electronics 장비 개발부서 방문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Calibration 실무 담당자와의 미팅 및 토의, 관련된 기술정보 수집

그림 2-6-4. Sea-Bird 교육훈련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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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미국 FLUKE

○ 교육훈련 기간 : 2011. 02. 21 ~ 2011. 02. 24

○ 교육훈련 참석자 : 이정한

▪ 온도 교정에 필요한 기술 습득(고정점 셀 제조 및 유지관리, 불확도 추정 등)

▪ 물의 삼중점 셀, 갈륨, 수은 등 고정점 셀 실현 및 측정 연습

▪ 교정용 항온조 및 전기로 유지관리 기술 습득

▪ 표준백금저항온도계 교정 절차 기술 습득

그림 2-6-5. FLUKE 표준백금저항온도계 교정실

그림 2-6-6. FLUKE 교육 훈련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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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영국 OSIL(Ocean Scientific International Ltd.)

○ 교육훈련 기간 : 2011. 11. 08 ~ 2011. 11. 09

○ 교육훈련 참석자 : 황근춘, 이정한

▪ 염분 표준기 AUTOSAL의 측정 전문 교육, 염분 샘플링 및 염분센서의 교정 방

법, 염분 표준기의 보정 및 유지 보수 방법 교육 실시

▪ 표준해수 제조 시설 및 과정 현황 파악

그림 2-6-7. 정밀염분측정기 교육표준해수 제조 시설 

그림 2-6-8. OSIL 교육훈련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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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중국 천진 RMIC 아시아 지역 해양장비 센터 

○ 교육훈련 기간 : 2012. 12. 03 ~ 2012. 12. 03

○ 교육훈련 참석자 : 이정한, 이승훈

▪ 중국해양표준계량센터의 Second JCOMM Marine Instruments Workshop 참석

▪ RMIC 센터 교정실 방문, 온도/압력/전기전도도 교정 실시 

그림 2-6-9. 중국 RMIC 교육훈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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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양관측 품질관리 

제 1 절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개발

1. 표준물질 개발 및 등록 조건

1.1. 표준물질의 정의와 필요성

1.1.1. 표준물질의 정의

○ 표준물질  

▪ 측정기기의 검정 및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 것에 사

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 인증 표준물질 (CRM)

▪ 인증서가 붙어있는 표준물질로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그 특성값을 나타내는 단

위의 정확한 표시에 대한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각 인증값

에는 표기된 신뢰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주어진 것.

▪ 인증 표준물질은 품질관리, 방법의 검증, 장비의 검정 및 교정, 검량선 작성 등

에 필수적임.

○ 단일성분 표준물질(순수표준물질, pure standards)

▪ 측정기기의 교정에 사용되는 표준물로서 표준액, 표준가스 등의 형태임. 분석하

고자 하는 매질과 관계없음.

○ 매질 표준물질 (매트릭스 표준물질, matrix standards)

▪ 측정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실

제 시료와 병행하여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측정방법 및 과

정의 유효성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됨.

▪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와 CRM의 매질 조성이 동일하여야만 정확한 결과를 산출

할 수 있음.

1.1.2. 표준물질의 사용용도

○ 표준물질의 용도

▪ 측정기기의 교정을 통해 측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킴

▪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확보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제고

▪ 공정관리, 품질관리, 연구개발의 필수 요소이며 원가절감, 제품의 고급화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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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해양에서의 매질 표준물질 개발 필요성

○ 상업 생산의 문제점

▪ 단일물질용 표준물질을 생산하는 민간기관은 많이 있으나 매질 표준물질(matrix

CRM)의 경우, 화학분석에서 필히 필요한 표준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

서 이를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기 어려움. 이는 matrix CRM 개발에 대한 실질

적인 이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임. Matrix CRM 개발은 시간, 돈, 인력이 많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량씩 수년에 걸쳐 판매되기 때문에 투자 후 개발

비용의 회수가 어려움. 그러므로 matrix CRM의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항

목에 대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국립환경연구원, 2008).

▪ 국내시장 규모가 매우 작으므로 인증표준물질 개발 시 전 세계 시장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환경매질의 표준물질의 개발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표준물질이 개발되더라도 해외 판매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환경시료 분석의 문제점

▪ 해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표준물질은 염분, 입도, 생물종류 등에 따라 매질이 

매우 다양하고, 성분에 따라 미량분석이 매우 까다로운 특성이 있음. 해수 중에 

포함된 영양염류나 미량금속 등은 고도의 분석기술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 분

석 정확도 확보가 어려움.

▪ 표준물질의 균질성, 안정성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 능

력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균질성,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 분석 대상 항목이 변질되는 항목이 많아 표준물질 제조 시 균질성, 안정성 확보

가 어려움.

○ 공공적 특성

▪ 해양 표준물질은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환경시료의 

분석 정확도 확보와 숙련도 시험에 사용되므로 공공적 특성이 강함. 해양용 표

준물질의 개발은 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할 책임이 있으나, 우선순위가 떨어져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계속적인 개발이 어렵고,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기술, 인력과 인프라 확보가 어려움.

1.2. 표준물질의 국제적 관리체계

1.2.1. 표준물질의 규격 기준

○ ISO 표준물질위원회(REMCO)

▪ 1975년에 설립된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의 표준물질위원회(The 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 REMCO)는 인증표준물질의 생산, 활용 및 조화를 위해 표

준물질의 정의, 범위, 수준 및 분류, 표준물질 관련 형태의 구조 결정, 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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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ISO 문서 기술에 필요한 출처 선정 기준 마련, ISO 기술위원회가 참조할 

표준물질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표준물질 관련 ISO 수행 작업 제안 등을 수행.

▪ REMCO는 ISO Guide 30 (표준물질 관련 용어의 정의), ISO Guide 31 (표준물

질의 인정내용), ISO Guide 32 (표준물질의 교정), ISO Guide 33 (인증표준물질

의 사용), ISO Guide 34 (표준물질생산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요건), ISO

Guide 35 (표준물질의 인증에 있어 일반통계원칙) 등 6개의 ISO Guides를 개발.

표준번호 표  준  명

KS A ISO GUIDE 30

표준물질 관련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used in connection with 

reference materials

KS A ISO GUIDE 31

표준물질－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Reference materials - Contents of cetificates and 

labels 

KS A ISO GUIDE 32

분석 화학에서의 교정 및 인증 표준물질의 사용

Calibration in analytical chemistry and use of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KS A ISO GUIDE 33
인증 표준물질의 사용

Uses of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KS A ISO GUIDE 34

표준물질 생산 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reference 

material producers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의 인증－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

Certification of reference materials - General and 

statistical principles

표 3-1-1. 표준물질 관련 규격

1.2.2. 표준물질의 국제적 등록 관리 체계

○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COMAR : Code d'indexation des Materiaux de Reference,

http://www.comar.bam.de)

▪ 인증표준물질에 전산화된 표준물질 색인코드를 부여하여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

하고 있음. 한국을 비롯한 19개국에서 코딩센터를 운영중임.

▪ 각국의 코딩센터는 자국과 인접국의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RMs)에 대한 정보를 ISO-REMCO 또는 COMAR 기준에 따라 수집하고 확인,

등록시켜 관리함.

▪ COMAR database에는 2012년 말 현재 25개국의 220개 기관에서 생산된  10,100

종의 인증표준물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BAM에서 운영중임 

(http://www.comar.ba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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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AR database에는 CRM 이름과 생산자 주소, CRM 내역(예로서 검색키워

드, 의도하는 용도, 포장형태, 크기 및 저장조건 등), 인증특성(화학조성, 물리 또

는 협정특성), 인증서, 보고서, 참고자료 등이 포함됨.

▪ COMAR database에서 CRM은 철금속, 비철금속, 산업용재료, 물리특성, 유기,

무기, 삶의 질, 생물학용 및 임상용 등 8개 분야로 분류되어 등록됨.

Countries Laboratories Website Contents of RMs

Belgium IRMM http://irmm.jrc.ec.europa.eu
Report,

Certificate

Germany BAM http://www.bam.de Catalogue

United 
Kingdom

LGC http://www.lgcpromochem.com Catalogue

Netherlands VSL http://www.vsl.nl Catalogue

Austria IAEA http://www.iaea.org Database

Slovakia SMU http://www.smu.gov.sk
Catalogue,

List

Japan NMIJ http://www.nmij.jp
List,

Certificate

South Korea KRISS http://crm.kriss.re.kr List

China

NRCCRM http://www.ncrm.org.cn List

GBW http://www.gbw114.org/ List

Canada

CCRMP http://www.nrcan.gc.ca List

NRC-INMS http://www.nrc-cnrc.gc.ca Catalogue

United States NIST http://ts.nist.gov Certificate

Mexico CENAM http://www.cenam.mx List

South Africa MINTEK http://www.mintek.co.za Catalogue

표 3-1-2. 주요 국가의 RM 데이터베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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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gistered C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AEA 46
842

IRMM 796

Australia 279

Austria 46

Belarus 2

Belgium 796

Brazil 104

Bulgaria 23

Canada 93

China 1,030

Czech Republic 331

France 1,054

Germany 724

India 55

Japan 1,446

Korea 614

Mexico 49

Mongolia 39

Poland 796

Russian Federation 677

Slovakia 77

South Africa 86

Sweden 42

Switzerland 143

The Netherlands 90

United Kingdom 969

U.S.A. 557

Total 10,122

표 3-1-3. COMAR에 등록된 각국의 CRM 수(2012년 말 현재)

1.2.3. 국내의 표준물질 등록 및 관리체계

○ 표준물질종합정보시스템(RMISYS, Reference Material Information System,

http://rmisys.kriss.re.kr)

▪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코딩센터는 2006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설치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표준물질 생산기관과 생산되는 표준물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

물질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OMAR 등록기준에 부합될 경우 표준물질을 

COMAR database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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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코딩센터에서는 ‘표준물질 신뢰도 국제화 추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

업을 수행해 왔으며, 표준물질 생산기관에 대해 숙련도시험을 실시하고, 교육과 

기술지도, 국제협력 등을 수행

그림 3-1-1. 인증표준물질 등록절차

1.2.4. 표준물질의 등록 요건

○ COMAR에 등록되는 표준물질의 요건은 ISO Guide 34 요건에 적합한 생산기관이 

생산한 표준물질 중 표준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갖춘 

것으로 표준물질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함.

○ ISO Guide 34 요건에 적합한 생산기관

▪ 자기선언의 경우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 ISO Guide 34를 만족하는 품질체

계를 확립하고, 외국의 저명한 국가표준기관(NMI)의 전문가로 부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에 자기선언한 자

▪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 : 국제적 상호인정협정(MRA)에 

참가하고 있는 KOLAS로부터 ISO Guide 34(표준물질 생산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을 취득한 자

▪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 : ISO Guide 34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표준물질등록심사위원회가 인정한 단체, 사업자 또

는 연구기관

○ 등록정보의 수준

▪ 표준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56가지 정보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국어 및 영어로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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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번호 구  분 입 력 항 목

1∼13 Producer

Country, Producer, Department, Contact, Address,

Phone, Fax, Email, Website, 

Additional Information, QM statement  

14∼20 CRM
CRM-name, CRM-status, Production Year, 

Validity, Quality, Register, Status 

21∼23 Description 
CRM Description, Application Description, 

Packing/Storage 

24∼26 Fields of Application Fields of Application

27∼29
Form and Type of 

Material
Form of Material, Type of Material, Matrix  

30∼36 Element
Element, Relation, Content, Unit, Level, 

Status, Equivalent

37∼45 Molecule
Molecule, CAS No., Relation, Content, Unit, Level, 

Status, Equivalent, Element/Molecule Groups

46∼52

Physical and 

Conventional 

Properties

Physical Properties, Content, Unit,

Type of Properties, Conventional Properties,

Content, Unit  

53∼56 Attached Files
Content, Certificate-File, Report-File,

Literature-File 

표 3-1-4. COMAR database의 입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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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 조건

2.1.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

2.1.1.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정의

○ 표준물질 생산기관 : ISO 가이드 31 및 35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값 또는 다른 특성값을 부여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기관(공공 또는 민간의 조직 또는 회사)을 말함.

2.1.2.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인정 

○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제도는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국제

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표준물질의 품질 보장 : 국제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 표준물질의 원활한 공급 : 상업적인 표준물질 생산 촉진

▪ 기술변화 및 다양한 표준물질 요구 충족 : 다양한 표준물질의 개발

▪ 표준물질생산기관 육성 : 표준물질개발 지원 및 개발된 표준물질 홍보

○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동법 시행령 제13조(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절차의 수립, 인증제도 운영)

▪ 표준물질인증제도 운영요령

▪ 표준물질인증제도 운영세칙

○ KOLAS는 ISO 가이드 34에 따라 표준물질 생산기관에 대한 문서심사, 최초평가,

추가평가, 갱신평가 및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 표준물질을 제조, 인증, 공급하는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으며, “인정마크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에 따른 표준

물질생산기관 인정마크를 사용

○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3호” 및 KS A

ISO Guide 34(표준물질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 : 2005)에 따라 시스템 

및 기술요건 유지

○ KS A ISO Guide 35(표준물질의 인증 - 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 : 2005)에 따라 표

준물질 제조 및 인증

○ KS A ISO Guide 31(표준물질 - 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 2005)에 따른 인증서 발행.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CRM(certified reference material) 생산기관 및 QCM(quality

control material)로 구분하여 인정

○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ISO guide 34에 의해 조직 및 경영요건

과 기술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받음.

○ 표준물질생산기관이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자

에 의한 별도의 표준물질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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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품질시스템 구축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표준물질 생산의 유형, 범위 및 양을 포함하여 기관 활동의 

범위에 적절한 품질시스템을 수립, 이행 및 유지해야 함.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생산된 표준물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 방

침, 시스템, 프로그램, 절차, 지침, 발견사항을 문서화 필요. 모든 관련 직원은 이 

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문서를 전달받고,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실행하여

야 함.

▪ 후보표준물질을 적합하게 선택하고, 제조절차를 문서화하고, 요구되는 표준물질

의 균질도와 안정성을 평가해야 함.

▪ 특성화 수행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 또는 국제 측정표준에 대한 소급성을 

실제적으로 현시해야 함.

▪ 표준물질을 적합하게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적합한 식별, 라벨링 및 

포장 시설, 포장 및 배달 절차 그리고 고객 서비스 실시해야 함.

○ 표준물질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정확도의 수준까지 특성화 되어야 함. 표준물질생

산기관은 품질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표준물질의 품질을 확립하는 절차를 규정해

야 함.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표준물질의 품질(예, 균질성 및 안정성), 특성화(예, 장비의 

교정 및 측정방법의 유효성 확인), 특성값 부여(예, 적절한 통계절차의 사용)와 

표준물질의 취급, 보관 및 운송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물질 생산의 모든 측면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침, 목표 및 의지를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함.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사용 범위, 균질성·안정성·특성화 검토에서 사용된 측정방법 

및 물질 매트릭스에 따른 제한을 규정해야 함.

2.1.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인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보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고정시설에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임시 부속 또는 이동 시설

을 포함한 고정시설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표준물질 생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은 표준물질의 신뢰성과 품질

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예산, 장비, 시설을 확보해

야 함.

○ 표준물질 생산기관이 제조와 시험하는 장비를 이동하여 제조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조 및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준수가 관련 품질매뉴얼, 절차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모든 표준물질은 특정한 환경조건 하에서 유효하므로 인증서에는 환경조건 관련 

표준물질의 사용방법 및 보관 조건이 명시됨. 표준물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표준물질의 특성에 따라 표준물질의 제조, 시험, 포장, 보관 절차에 대해 적합

한 환경조건을 설정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항시 유지해야 함. 표준물질의 품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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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요인들로는 온도, 습도, 조명, 진동, 전자

파 장애, 먼지, 소음 등이 있으며, 이들 요인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표준

물질의 종류나 시험 항목에 따라 상이함. 따라서 표준물질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

절한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확보해야 함.

2.1.5.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인정을 위한 인력 확보

○ 표준물질 생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은 표준물질의 신뢰성과 품질

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예산, 장비, 시설을 확보해

야 하며, 제조 및 시험 요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 직원이 확보되어야 함. 품질책

임자와 기술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이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품질책임

자와 기술책임자는 적절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함.

○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요원은 해당 표준물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지식을 갖

추고 있어야 함.

2.1.6. 문서 및 정보의 관리체계 구축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모든 문서 및 자체의 품질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 정보

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유지해야 함. 생산되는 표준물질과 관련된 시방,

지침 및 매뉴얼뿐만 아니라 규격, 가이드 및 시험/교정 방법과 같은 외부 출처의 

문서들이 포함됨.

○ 절차서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는 권한 있는 직원으로부터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승

인을 받아야 하며, 효력이 없거나 폐지된 문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시

스템 내에 문서의 최신 개정 상태를 알 수 있는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품질 및 기술 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열람, 보관, 유지 및 폐기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품질 기록은 품질 요건의 이행 정도 또는 품질시스템 운영

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으로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에 

대한 보고서와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기록이 포함됨. 기술 기록은 시험 및 교정 

절차를 수행한 결과와 지정된 품질 또는 프로세스 파라미터의 달성여부를 나타내

는 자료나 정보의 축적물로서 양식서, 계약서, 워크쉬트, 워크북, 점검 용지, 관리차

트와 도표, 교정성적서, 증명서 및 논문, 고객 및 의뢰인에 대한 보고서 및 증명서

가 포함됨. 표준물질생산기관은 향후 분쟁 시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해야 함.

2.1.7. 물품과 서비스의 구매 절차

○ 표준물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와 물품의 선정을 위한 방침과 절차를 갖

추어야 함. 표준물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시방의 서비스 및 물품만 사

용해야 함. 구매 재료와 서비스가 지정된 요건에 부합함을 보장하는 절차를 보유

해야 하며 취해진 조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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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된 장비와 소모품이 표준시방서 또는 표준물질의 생산, 특성화 및 인증 시방

서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검사, 교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검증할 때까

지 사용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함.

○ 표준물질 생산에 요구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자와 협력기관에 대한 기록

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공급자와 협력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품질보증 

승인서를 보유해야 함.

2.1.8. 부적합 표준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 부적합 표준물질이란 표준물질이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시험자의 실수에 따라 

불확도나 특성값 부여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하여 표준물질의 특성이 변화한 표준

물질로서 발견 시 유형, 조사시기, 조사방법, 처리방법 및 조치사항 등을 합리적으

로 규정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함.

○ 외부평가, 사후관리, 내부심사, 경영검토 등을 통해 부적합 표준물질이 발생할 가

능성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품질시스템, 표준물질 제조 및 인증방법, 시험 및 측

정 장비, 취급 및 보관 방법 등에서 부적합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

정조치를 취해야 함.

2.1.9. 부적합 표준물질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

○ 모든 운영 절차는 기술적 또는 품질시스템상의 부적합 사항의 잠재적 원인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주기로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부적합 표준물질

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조치 계획을 개발, 실행, 감독해야 함.

2.1.10. 내부심사 체계 구축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기관의 운영이 품질시스템 요건 및 이 규격의 요건과 지속적

으로 부합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일정표와 절차에 따라 자체 활동에 

대한 내부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내부심사 프로그램은 표준물질을 만들

기까지의 기술과 생산 활동을 포함하여 품질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다루어야 함.

2.1.11. 표준물질 생산 및 평가체계 구축

○ 표준물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정을 파악하고 적합하게 기획하여 

부적합 표준물질의 생산을 최소화하는 생산 공정을 마련해야 함. 표준물질의 선

정, 제조, 시험, 평가, 보관, 포장, 운반 및 배포, 장비 등 표준물질의 분류 및 특성

별로 표준물질 제조 및 인증, 보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서를 갖추어야 

함.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전 생산 프로세스를 통하여 각 표준물질의 완전성을 보장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 현장평가 시 기술평가사가 아래의 표준물질 생산

절차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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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물질 선정 

▪ 시료채취 절차

▪ 생산의 모든 측면에서 적절한 환경 유지

▪ 물질 제조절차

▪ 측정/시험절차

▪ 교정/장비의 유효성 확인/측정 방법

▪ 물질의 균질성 평가

▪ 물질의 안정성 평가

▪ 협력기관들과 시험소간 공동작업 조직

▪ 측정 결과에 기초한 특성값 부여

▪ 부여된 특성값에 대한 불확도 계산 및 불확도 구간 산출

▪ 적합한 보관시설 및 조건 보장

▪ 적합한 포장 시설 보장

▪ 적절한 운송 조치 보장

▪ 적합한 배포 후 서비스 보장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의도된 사용에 적합하게 물품이나 물질이 제조되었음을 입증

해야 함. 표준물질 제조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물질 종류의 확인을 위한 정성 분석

▪ 기계가공, 분쇄, 혼합, 체가름 및 균등 선별

▪ 입도 분포의 측정

▪ 시료 용기의 세척

▪ 건조(동결 건조를 포함), 멸균

▪ 배치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의 포장(예, 병포장 등)

▪ 균질성 시험

▪ 생산되는 표준물질의 특성값 및 매트릭스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하의 

안정성 시험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무작위로, 체계적으로 또는 각 단계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대

표적인 수량의 후보표준물질을 분석함으로써 균질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필요. 평

가 절차는 문서화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계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함.

표준물질의 균질성 평가는 가능한 한 최종 형태로 포장한 다음에 대표적인 수량

을 분석하여 실시하여야 함.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표준물질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사

용하고 문서화해야 함. 특성화는 ISO Guide 35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인

증표준물질(CRM)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일 조직(조직은 다수의 개별 시험소로 

구성될 수 있음)에 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중복 측정하거나, 단일조직에서 두 개 

이상의 독립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입증된 정확도를 갖는 방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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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우수한 측정 불확도 평가결과를 갖고 있는 자격 있는 조직체의 연결망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 생산되는 표준물질의 특성값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 불확도를 평가

하는 것임. 모든 측정은 그와 관련된 불확도를 가지므로 인지되고 보정가능한 모

든 계통 오차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 및 보정을 실시하고, 이러한 보정에 따르는 

불확도를 평가해야 함.

2.1.12. 표준물질의 취급 및 보관체계 구축

○ 표준물질의 오염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 제조시점부터 사용자에게 배포할 때까지 

모든 후보 물질 및 표준물질을 식별, 보존 및 격리해야 함. 진공·건조 또는 불활성 

가스 충전 포장 등 모든 표준물질에 대한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하며, 특성화후 배

포될 때까지 품목 또는 물질의 손상 또는 열화를 막기 위한 안전한 저장실을 마

련해야 함. 저장실에서의 반입 및 반출을 승인하는 적절한 방법도 규정되어야 함.

열화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보관 기간 동안 모든 보관 물품 및 물질의 상태

를 적절한 간격으로 평가해야 함.

2.1.13. 표준물질의 라벨 및 인증서 

○ 표준물질의 라벨은 개개의 표준물질 단위의 제품 포장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하며,

표준물질의 유효기간 내에는 읽을 수 있고 본래대로 남아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함.

라벨은 표준물질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 또는 인증서를 참조하

기 위해 필요한 물질, 생산기관, 배치 및 카탈로그 번호와 기타 정보를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함.

○ 표준물질 생산기관은 표준물질의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요

약하여 표준물질 인증서를 표준물질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문서의 제목

▪ 표준물질의 명칭

▪ 표준물질 코드 및 배치번호

▪ 표준물질의 설명

▪ 의도된 용도

▪ 표준물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시사항

▪ 안전성

▪ 균질도

▪ 인증값 및 불확도

▪ 소급성

▪ 개별 시험기관 또는 방법에 의해 얻어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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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되지 않은 값

▪ 인증일자

▪ 유효기간

▪ 추가정보

▪ 인증자의 성명 및 서명

2.1.14.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 후 사후관리 

○ 최초 인정 후 1년,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3. 국내․외 해양 표준물질 개발 현황

3.1. 국외의 해양 표준물질 개발 현황

3.1.1. 국외의 주요 표준물질 생산기관

○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 미국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국가기관으로서 1901년에 설립된 

이래 측정과학, 표준의 개발, 유지 및 사용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의 핵심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 2,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 총예산은 약 

9억4천만불 정도임.

▪ 1,300여종의 표준물질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생산된 NTRM (NIST

Traceable Reference Material)은 NIST 표준에 명확하게 소급성이 연결된 표준

물질임.

▪ NIST의 Material Measurement Laboratory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

는 해양 인증표준물질로는 미량금속 분석용 기수역 퇴적물(1646a), 미량금속 분

석용 해양 퇴적물(2702, 4357), 유기오염물질 분석용 해양 퇴적물(1941b, 1944),

방사능 측정용 해조류(4359), 미량금속 분석용 굴 조직(1566b), 유기오염물질 분

석용 홍합 조직(1974a, 2974a), 미량금속 분석용 홍합 조직(2974a), 유기오염물질 

분석용 고래 기름(1945), 방사능 분석용 해양퇴적물(4350b, 4357)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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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생산기관 생산국 홈페이지

BAM (Federal Institute for Materials 

Research and Testing)
독일 www.bam.de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오스트리아,

모나코
www.iaea.org

IRMM (Institute for Reference Materials 

and Measurements)
EC www.irmm.jrc.be

LGC (Laboratory of the Government 

Chemist)
영국 www.lgcpromochem.com

NIM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중국 www.nim.ac.cn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카나다 www.nrc-cnrc.gc.ca

KRIS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대한민국 www.kriss.re.kr

CENAM (Centro Nacional de 

Metrologia)
멕시코 www.cenam.mx

SMU (Slovensky Metrologicky Ustav) 슬로바키아 www.smu.gov.sk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ts.nist.gov

NMIJ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of 

Japan)
일본 www.nmij.jp

NIES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일본 www.nies.go.jp

RTC (Resource Technology 

Corporation)
미국 www.rt-corp.com

NWRI (National Water Research 

Institute)
카나다 www.inre.ca

KANSO Technos (The General 

Environmental Technos Co., Ltd)
일본 www.kanso.co.jp

QUASIMEME (Quality Assurance of 

Information for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in Europe)

네덜란드 www.quasimeme.org

표 3-1-5. 각국의 주요 표준물질 생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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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다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 Ministry of Industry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서 1916년에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

에 Ottawa에 실험실이 건설됨.

▪ NRC는 미량금속 분석용 어류(DOLT-4, DORM-4)와 롭스터(LUTS-1, TORT-2),

미량금속 분석용 해수(CASS-5, NASS-6, SLEW-3), 영양염류 분석용 해수(MOOS-2),

미량금속 분석용 해양퇴적물(HISS-1, MESS-2, PACS-2, SOPH-1), 유기오염물질 

분석용 어류 조직(CARP-2) 등 다양한 해양용 인증표준물질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

○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국제원자력기구는 1960년대부터 표준물질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산하기관으로서 모나코에 있는 해양환경연구소(Marine Environmental Studies

Laboratory, MESL)은 해양 분야의 표준물질 제조와 공급, 분석기술의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주도해 왔음.

▪ MESL은 방사능 분석용 홍합(437), 해수(443), 해조류(446), 해양퇴적물(315, 384,

385), 어류(414)와 유기오염물질 분석용 홍합(432), 참치(435), 퇴적물(417, 408,

383, 159), 어류(406), 해조류(140)를 공급하고 있으며, 미량금속 분석용 퇴적물

(433, 405), 어류(407), 해조류(140), 참치(436) 등 다양한 매질의 인증표준물질을 

개발하여 제공해 왔음.

○ 독일 BAM (Federal Institute for Materials Research and Testing)

▪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BMWi) 산하 국가기관으로서 

1871년에 설립된 Public Materials Testing Office (Staatliches Materialprüfungsamt)

와 1920년에 설립된 Chemical-Technical State Institute (Chemisch-Technische

Reichsanstalt)를 승계함.

▪ 안전, 표준과 표준물질, 안전표준과 기준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분석화학, 위험물의 안전 취급, 시스템과 공정의 안전 운전, 피

해 메카니즘과 분석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 11개 부서에 1,7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1억5900만 유로.

▪ BAM에 의해 개발한 환경 분야 인증표준물질은 총탄화수소(TPH) 분석용 퇴적

물과 토양(U015b, ERM-CC017), PCB 분석용 절연유(5001), 탄화수소 분석용 기

름(K010, K008, K009), 유기오염물질 분석용 토양(U008, U009, ERM-CC013a,

U019), 미량금속 분석용 퇴적물과 토양(ERM-CC018, ERM-CC020, U110, U111,

U113), 시안 분석용 토양(U114) 등이 판매되고 있음.

○ IRMM (Institute for Reference Materials and Measurements)

▪ IRMM은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7개의 Joint Research Centre

(JRC)중 하나로서 유효한 방법, 표준물질, 표준 측정, 연구실간 비교와 훈련 등

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보증 수단의 생산과 보급에 의해 측정의 

동등성에서 신뢰를 증진시켜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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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MM에서는 EC-JRC-IRMM에 의해 생산되는 IRMM 인증표준물질, European

Commission, DG Research의 연구비로 생산된 BCR 인증표준물질, ERM 인증표

준물질을 공급함.

▪ 수은 분석용 기수역 퇴적물(ERM-CC580), 미량금속 분석용 기수역 퇴적물(BCR-277R,

BCR-667), 홍합(CE278), 파래(BCR-279), 플랑크톤(BCR-414), 해수(BCR-505), 유기

주석 분석용 연안퇴적물(BCR-462)과 홍합(CE477), 수은 분석용 해수(BCR-579)와 

참치(CE464), 기수역 퇴적물(CC580) 등 다양한 매질의 인증표준물질을 공급하고 

있음.

○ LGC (Laboratory of the Government Chemist)

▪ 영국의 LGC는 UK 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for chemical and bioanalytical

measurements 산하 회사로서 10만 여종의 표준물질과 표준액, 시약 등을 공급

하고 있음.

▪ 미량금속 분석용 기수역 해수(LCC6016), 기수역 퇴적물(LGC6137)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증표준물질을 공급함.

○ NMIJ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of Japan)

▪ 일본 계량표준연구소(NMIJ)는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산하기관으로서 2010년까지 303종의 표준물질을 개발.

▪ 미량금속 분석용 해양퇴적물(7302-a)과 대구(7402-a), 황새치(7403-a), 해조류(7405-a),

유기오염물질 분석용 해양퇴적물(7304-a, 7305-a), 농어(7404-a), 유기염소계 농약 

분석용 상어 간유(7401-a), 유기주석화합물 분석용 해양퇴적물(7306-a) 등을 공급

하고 있음.

○ KANSO Technos (The General Environmental Technos Co., Ltd)

▪ KANSO Technos는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환경조사, 분석 및 발전소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회사.

▪ KANSO는 1983년부터 일본 기상연구소(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RMNS(Reference Material for Nutrients in

Seawater)를 생산해 왔으며, 현재 BD, BG, BU, BV, BX, BW 등이 공급됨.

○ QUASIMEME (Quality Assurance of Information for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in Europe).

▪ WEPAL (Wageningen Evaluating Programmes for Analytical Laboratories) 산

하기구로서 1992년에 수행된 동명의 EU project에 의해 설립됨. 숙련도 시험을 

통한 외부정도관리와 인정업무를 수행하며, EU의 85개 연구기관이 참여.

▪ 영양염류, 미량금속, 유기오염물질, 엽록소, 패독, DOC 등의 항목에 대하여 해

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매질의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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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eous

AQ-1 Nutrients Seawater

AQ-2 Nutrients   
Estuarine and low salinity open 

water

AQ-3 Metals Seawater

AQ-4 Mercury Seawater

AQ-5 Halogenated   Seawater

AQ-6 Volatile organic compounds Seawater

AQ-7 Pentachlorophenol Seawater

AQ-8 Triazines & organophosphorus compounds Seawater

AQ-11 Chlorophyll a Filtered seawater

AQ-12 Organotins Seawater

AQ-13 PAHs Seawater

AQ-14 DOC Seawater

 Sediment

MS-1 Trace metals Sediment

MS-2 Chlorinated organics Sediment

MS-3 PAHs Sediment

MS-6 Organotins   Sediment

MS-7 Brominated flame retardants Sedment

MS-8 Perfluorinated Alkyl Substances (PFASs) Sediment

 Biota

BT-1 Trace metals Fish & shellfish

BT-2 Chlorinated organics Fish & shellfish

BT-3 Non orthoCBs,PCDDsandPCDFs Fish & shellfish

BT-4 PAHs Shellfish

BT-7 Shellfish toxins (ASP) Solution & biota

BT-8 Organotins   Biota

BT-9 Brominated flame retardants Fish or Shellfish

BT-10 Perfluorinated Alkyl Substances (PFASs) Biota

 Development Excercies

DE-10 Shellfish toxins (DSP) Solution & biota

DE-14 Shellfish toxins (PSP) Biota

DE-15  Chlorinated Paraffins Biota

표 3-1-6. QUASIMEME에서 수행하는 숙련도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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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해양과학연구를 위해 개발이 필요한 표준물질

○ 2001년 9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세계의 저명한 해양학자 30여명이 웍샵에 참석하여 

해양 표준물질 개발 및 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음(NRC, 2002).

○ 적절한 표준물질이 없이는 해양에서의 다양한 측정과 지구 기후변화와 같이 장기

간의 연구가 필수적인 분야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표

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 OSIL(Ocean Scientific International Ltd.)이 공급해 온 표준해수(Standard Seawater),

Dr. A. Dickson이 개발한 해양 CO2 표준물질, Dr. D. Hansell이 개발한 Dissolved

Organic Carbon(DOC) 표준물질, NIST와 NRC에서 개발해온 표준물질 등이 대

표적임.

표 3-1-7. 현재까지 개발된 해양 연구용 표준물질 (NR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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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 준 물 질

○ Seawater-based 

reference 

materials:

▪ nutrient elements: nitrogen (nitrate), phosphorus 

(phosphate), and silicon (silicate).

▪ metals  corresponding  to  oceanic  deep  water, certified 

for total iron concentration.

▪ metals corresponding to open-ocean surface water with 

an information value for total iron concentration.

○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for 

radionuclides:

▪ acidic solution containing 238U and 235U with daughters in 

secular equilibrium through 226Ra and 223Ra.

▪ acidic solution containing 232Th with daughters in secular 

equilibrium through 224Ra.

▪ acidic solution containing 210Pb with daughters in secular 

equilibrium through 210Po.

○ Solid 

matrix-based 

reference 

materials

▪ Freeze-dried culture of the diatom Thalassiosira pseudonana

▪ Freeze-dried culture of the dinoflagellate Scrippsiella trochoidea

▪ Freeze-dried culture of the haptophyte Emiliania huxleyi

▪ Open-ocean, carbonate-rich sediment

▪ Open-ocean, silicate-rich sediment

▪ Open-ocean, clay mineral-rich sediment

▪ Coastal, carbonate-rich sediment

▪ Coastal, silicate-rich sediment

▪ Coastal, clay mineral-rich sediment

▪ Deltaic sediment

표 3-1-8.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도출된 해양과학연구를 위해 향후 개발되어야 할 

표준물질 목록(NR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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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의 표준물질 개발 현황

3.2.1.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의한 표준물질 개발현황

○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 제7조에서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구

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1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01 ∼ 2005)

▪ 국제도량형국(BIPM) 상호인정협정에 등록된 1차 표준물질 110종 및 상용표준물

질 379종이 개발.

▪ 측정분석기관 精度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개발(5개 분야 27항목).

▪ 2001 ∼ 2005년에 투입된 총예산 1,525억원 중 해양수산부는 9천만원에 불과함.

○ 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06 ∼ 2010)

▪ 시험기관, 검사기관, 교정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총 628개 기관을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

▪ 삶의 질 향상 및 국제적 규제기준 대응을 위한 표준물질 761종 개발.

▪ 국제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제도 확립 및 COMAR와 연계된 국제 표준물질 보

급망 구축.

○ 3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11 ∼ 2015)

▪ 지경부는 전략산업 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환경/식품 분야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개발을 확대할 계획(2010

년 761종 → 2015년 850종).

전략산업제품  반도체/태양전지/LED/나노물질 CRM

대기환경  규제 대응 극미량 온실가스 및 유해가스 CRM

바이오/임상
 임상진단 및 임상화학측정용 CRM 유전자/세포/단백질 분석 위한 DNA/단백질 측정용 

CRM

환경/식품  환경/식품 중 무기원소/유기금속 화합물 측정용 CRM

동위원소  쌀, 토양, 쇠고기 등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용 CRM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를, 환경부는 환경

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를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해

양부는 해양분야 표준물질 관련 계획이 전무한 실정.

▪ 국내의 환경분야 CRM은 총 17종으로서 8종의 분석 표준용액과 유해금속 분석

용 폐광미 2종,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오염물질(VOC) 분석용 표준가스 3종,

퇴적물 1종, 수산물 2종, 지하수 1종이 등록되어 있음. 그러나 17종 중 매질(매

트릭스) 표준물질은 6종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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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No. 품  명 규격포장단위

108-04-001 굴 조직 분말 bottle

108-04-002 다랑어(참치) 분말 bottle

105-05-001 PCB 표준용액 set

109-01-002 BTEX 표준용액 BTEX Standard Solution set

109-01-001 THM 표준용액 THM Standard Solution set

109-01-003 THM/Bz 표준용액 THM/Bz Standard Solution set

109-03-001 Waste Ore tailing-Sangdong bottle

109-03-002 Waste Ore tailing-Sinoh bottle

109-01-004 농약 표준용액 Pesticide Standard Solution set

109-02-001 대기오염물질 Air Pollutants (VOCs) cylinder

109-01-006 수질 분석용 CN 표준용액 CN Standard Solution set

109-02-002
알데하이드 악취측정 표준용액 Aldehyde Odor 
Standard Solution

ampule

109-05-001 침적토 분말 Sediment Powder bottle

109-01-005 페놀 표준용액 Phenol Standard Solution set

110-06-001 실내오염물질 VOCs 표준가스 cylinder

110-06-002 실내오염물질 VOCs 표준가스 cylinder

205-05-013 우라늄 동위원소측정용 지하수 표준물질 bottle

표 3-1-9. 국내의 환경 관련 CRM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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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정범위 소분류 표준물질명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조성 공정관리용 가스 KGS-LN, LP, N, A

자인주식회사
물리적 

특정
액체점도 정밀측정 KS 2.5, 5, 10, 20,  50, 100 등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화학조성

철금속 - 저합금강,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LAS001~006,  HCS001~006, STS001~006

주식회사 덕양 화학조성
공해측정용, 시험연구용, 

법의학용 가스
　

표 3-1-11.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기관

CRM 성분 포장 비고(단가)

굴 조직 분말 Cd, Cr, Cu, Fe, Hg, Pb, Zn 15g/bottle 230,000원

다랑어(참치) 분말 Hg, Se, Zn 20g/bottle 230,000원

PCB 표준용액 PCB 28 외 3종 1mL/ampule ×2

THM 표준용액 chloroform 외 3종 1.5mL/ampule ×5 300,000원

BTEX 표준용액 benzene 외 4종 1.5mL/ampule ×5 300,000원

THM/Bz 표준용액 chloroform 외 4종 1.5mL/ampule ×5 300,000원

농약 표준용액 Diazinon 외 4종 1.5mL/ampule ×5

페놀 표준용액 phenol 1.2mL/ampule ×2

시안 표준용액 CN 1.2mL/ampule ×2

대기오염물질 benzene 외 10종 10L cylinder

알데하이드 악취

측정 표준물질
acetaldehyde 외 4종 1.5mL/ampule ×2

폐광미 As 외 7종 50g/bottle

퇴적물 As 외 7종 50g/bottle

실내오염물질 benzene 외 5종 10L cylinder

우라늄 동위원소 

측정용 지하수
1∼5 Bq/L 5kg/bottle

표 3-1-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생산중인 환경관련 CRM

3.2.2. 국내의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현황

○ KOLAS에 의해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2012년 말 현재 11개 기관으

로서 국가기관 1개, 공공기관 3개, 측정기 제조판매업체 7개임. 분야별로는 30개 

분야가 인정되었으며, 해양과 관련된 분야는 표준용액 1개 분야와 환경오염물질 1

개 분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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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정범위 소분류 표준물질명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공학적 

특성
입자특성 - 입자크기 시멘트 압축강도용 표준사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화학조성, 

공학적 

특성

환경오염물질, 역학적 

특성 - 경도

건축자재분석용백석면,갈석면인증표준물질

고무경도기준편306-01-HDA50/경도값50/

확장불확도1.5/HAD

한국분석기술

연구소
화학조성

표준용액 - 분광분석용 

단일원소  표준용액

As,Ag,Al,Ca,Cu,Fe,Mn,Zn

인증범위:950~1050mg/kg(960~1070mg/L)

(주)케이에이치티
공학적 

특성
역학적 특성 - 경도 로크웰 경도 기준편 HRA 22~88 등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화학조성

임상 및 생화학 물질 - 

법의학  지표물질
모발중 마약류(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화학조성

식품 및 농업관련 물질 - 

곡류

곡물 수분 측정기용 건조벼

납, 카드뮴 및 크롬 분석용 복합 플라스틱

한국세라믹기술원 화학조성 무기재료 및 광물 - 광석 석회석

4. 해양분야 기준물질 개발 기반시설 구축

4.1. 기준물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벤치마킹

4.1.1. 해수 영양염류 표준물질 제조시설 

○ 해수 매질의 영양염류 표준물질 개발의 필요성

▪ 해양학에서 해수 중 용존 영양염류를 측정한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으나, 국제

적으로 측정값의 소급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정도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구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 순환과 영양염류의 순환을 규명하기 위해서

는 영양염류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임.

▪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자연 해수 매질의 인증표준물질은 NRC의 MOOS-2뿐이며,

인증이 되지 않은 표준물질도 Kanso Techno에서 생산하고 있는 몇 종에 불과함.

▪ 표준시료의 제작기술은 각 기관의 비밀로 취급되고 있으며,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정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숙련도 시험을 위한 고가의 표준물질을 

외국에 의뢰하여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영양염류 표준물질 개발의 역사

▪ ICES (International Couns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는 1965년부터 1993

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실험실간 상호비교실험(intercomparison exercise)을 실시했

으며(Aminot and Kirkwood, 1995; ICES, 1977), 이를 통해 표준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진행됨.

▪ NOAA와 NRC는 2000년과 2002년에 상호비교실험을 실시했으며, 이 때 사용한 

표준물질이 인증되어 2003년에 NRC에 의해 MOOS-1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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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S-1은 해수매질로 제작된 최초의 영양염류 인증 표준물질이 되었음. 두 번

째 해수 매질의 영양염류 인증표준물질은 2006년에 독일의 EUROFINS에서 제

작한 QC-SW3.1, 3.2, 4.1, 4.2가 있었음.

▪ 일본 국립기상연구소의 Aoyama 박사는 Kanso Techno에 의뢰하여 제작한 Reference

Material for Nutrients in Seawater (RMNS)를 이용하여 2003년에 상호비교실험

을 실시했음 (Aoyama et al., 2007). RMNS는 자연해수를 매질로 하여 네 가지 

성분이 한 개의 병에 담겨 있으며, 태평양 전해역의 농도 범위에 속하는 표준물

질이었음(질산염 : 0 ∼ 38 μmol/L, 아질산염 : 0.0 ∼ 0.9 μmol/L, 인산염 : 0.1

∼ 2.7 μmol/L, 규산염 : 2 ∼ 136 μmol/L).

○ Kanso Techno 방문을 통한 기술 이전

▪ 본 연구에서는 해수 매질의 영양염류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Aoyama 박사와의 

협력을 통해 2011년 2월 Kanso Techno를 방문하여 표준물질 생산시설을 시찰

하였음.

▪ Mr. Masanobu Katagiri, Mr. Mitsuda Hitoshi, Ms. Asami Murao, Dr. Micho

Aoyama 등으로부터 영양염류 표준물질 개발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생

산시설과 분석 실험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입수함.

▪ Kanso Techno가 생산중인 영양염류 표준물질은 인공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해

수만을 매질로 사용하며 상온에서 보관 가능함. 생산 단위 로트내에서 0.2% 이

내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5년간 안정도의 불확도는 질산염 0.17 ∼

1.17%, 인산염 0.15 ∼ 1.04%, 규산염 0.10 ∼ 0.62% 정도임.

▪ Kanso Techno는 1994년부터 영양염류 표준물질 개발을 시작했으며, 표준물질 제

조를 위한 별도의 건물을 2004년에 신축하였음. 현재 230 L 용량의 멸균용기 3

개를 연결하여 한번에 2,000개의 표준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음. 표준물질 제조동은 8 x 16 m의 2층 건물로서 해수보관실, 대용량 멸균실, 보

일러실, 냉각실, 해수여과실, 준비실, 에어샤워, 청정실험실로 구성되어 있음. 해

수 여과실과 냉각실에 각각 대형 저울이 설치되어 있으며, 표준물질 병입 작업을 

위한 청정실험실은 UV로 멸균하여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음.

▪ 해수 멸균을 위해 2003년에 40 L 멸균용기로 시험을 거쳐, 100 L까지 용기의 부

피를 키웠으며, 2004년부터 230 L 규모의 멸균 시스템을 갖추었음.

▪ 멸균 시스템은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고온 멸균실(140 × 280 ×

165 cm, W × D × H)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보일러를 이용하여 고온으로 멸균

함. 멸균시 해수의 누출이 있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대용량 저울(최대 무

게 600 kg, 최소눈금단위 20 g)로 멸균 전후에 무게를 달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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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영양염 표준물질 제조 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Kanso Techno 방문

표준물질 제조동 대용량 멸균시설

멸균용기 계량시설 표준물질 병입 청정실험실

표준물질 자동 병입시설 영양염류 표준물질 진공포장

그림 3-1-3. 일본 Kanso Techno의 해수 영양염류 표준물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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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Kanso Techno의 표준물질 제조동의 단면도

그림 3-1-5. Kanso Techno의 해수 멸균용기의 변천

▪ Kanso Techno는 현장에서 고농도와 저농도의 해수를 표층과 저층에서 각각 채

취하여 플라스틱 병에 담아 실험실로 옮긴 후, 침전시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0.45 ㎛로 여과하여 고농도와 저농도의 해수를 혼합하여 적절한 농도로 맞춤.

해수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물질을 첨가하지 않음. 해수를 120℃에서 2시간동안 

2회를 멸균한 후 0.22 ㎛으로 추가로 여과하고 Class 1000 청정실험실내의 Class



－ 267－

100 클린벤치에 병입 작업을 실시함. 이러한 표준물질 제조방법은 일본에서 특

허로 등록되어 있음.

▪ Kanso Techno는 스테인레스 멸균용기의 내부 부식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표면 

연마방식을 시험했으며, 최종적으로 전기연마(electropolishing)된 용기를 사용하

고 있음. 표면 처리를 전기연마 방식으로 개선 후 현저하게 표준물질의 균질성

이 개선되었음.

그림 3-1-6. 해수 멸균 용기의 내부 표면처리방식 비교

그림 3-1-7. 해수 멸균 용기의 표면처리에 따른 균질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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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Kanso Techno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안정성 시험결과

▪ Kanso Techno가 생산한 영양염류 표준물질을 5년 이상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제조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불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Kanso

Techno의 경우에도 시험결과 낮은 농도의 표준물질은 균질성과 안정성을 보장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농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품질관리기술이 필요함.

▪ Kanso Techno의 경우에도 1994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17년이 경과한 2010년 이후에 판매

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음. 따라서 해수 매질의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Kanso Techno의 표준물질은 대부분 고농도로서, 저농도의 경우에는 아

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전세계에 RM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투자 대비 상업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4.1.2. 해양 퇴적물 및 생물 표준물질 제조시설 

○ 국제원자력기구 해양환경연구소(IAEA MESL)는 IAEA내에서 표준물질을 제조하는 

4개 실험실중 하나로서 1961년 Department of Research and Isotopes의 산하기관

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UN 시스템내의 유일한 해양 연구기관으로 활동중

▪ Chemistry Unit at Agency's Laboratories Seibersdorf, Austria

▪ Isotope Hydrology Unit at IAEA HQ, Vienna, Austria

▪ IAEA Marine Environmental Studies Laboratory, Monaco

▪ Division of Human Health at IAEA HQ,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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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MESL은 모나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IAEA의 해양환경, 수자원 및 산업분야

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UN 산하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UNEP, IOC

(UNESCO), FAO, WHO, WMO 등에 기술을 지원. MESL의 목적은 IAEA 회원국

들에게 국제적인 해양환경 보호·훈련·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분

야에서 과학적 연구와 공동 협력 활동 분야의 업무를 수행중. MESL은 Terrestrial

Environment Lab. Radiometrics Lab, Radioecology Lab, Marine Environmental

Studies Lab. 등 4개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음.

▪ 해양 방사능의 이해

▪ 동위원소 기술을 이용한 해양에 대한 지식 개선

▪ 회원국에 대한 훈련과 능력 배양

▪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AQCS) 제공

▪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기구간의 협력 장려 

▪ 해양오염과 관련된 연구, 훈련 프로그램,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

▪ 기술협력 활동(훈련 프로그램, 훈련연구원, 기술협력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 등)

○ 해양분야의 표준물질 생산과 보급, 방사성핵종, 미량 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안정

동위원소, 미량 유기오염물질의 측정기술 훈련, 숙련도 시험과 실험실간 비교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MESL은 유기오염물질과 미량금속용으로 홍합, 참치,

퇴적물, 어류, 해조류 등의 다양한 매질의 인증표준물질을 공급해 왔으며, 이 분야

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MESL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 (AQCS)

▪ MESL은 다른 UN 기구의 요청에 의해 MESL내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거

나 UN 기구가 원하는 장소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함. 훈련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며 8명 이하 소수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2～3주에 걸쳐 훈련을 실시함. 최

근에는 UNEP의 지역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도국 연구진의 중금속과 유기오

염물질 분석기술 훈련을 수행하였음 

▪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 (AQCS,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에서는 

1968년 이후 매년 회원국의 분석능력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 표준

물질 (reference material)을 제작·배포하여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MESL은 중금속, 유기오염물질 표준물질을 제작하고 이 표준물질을 사용

하여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을 실시함. MEL의 다른 연구실에서 방사능 물질,

원소, 안정 동위원소와 carbon-14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

을 실시함 

▪ IAEA의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은 원하는 모든 기관에 무료로 표준물질을 제공

하여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각각의 국제상호검

정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참여 연구기관 스스로 개개의 능력을 상

대 평가함. 모든 참여 연구기관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결과에 대한 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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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고 있으며 MESL은 국제상호검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운영 중.

○ 본 연구사업에서는 해양환경 시료의 분석 자료에 대한 예방적 품질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해양퇴적물과 해양생물 매질의 미량금속 및 유기화합물질 

분석용 표준물질 개발을 추진해 왔음. 인증표준물질 제조 기술과 제조 시스템을 

파악함으로써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국제적으로 기준물질을 제조․공급하고 있는 

IAEA MESL을 2011년 9월에 방문하였음.

▪ 해양퇴적물 미량금속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시료의 채취 처리(건조, 분쇄) 시설 

정보 및 시료 전처리 및 균질화 방법 습득

▪ IAEA, QUASIMEME 및 유럽 표준물질 제조 기관 현황 및 인증 추진 관련 현

황 및 향후 계획 논의

▪ 한국 연안 퇴적물의 표준물질 제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토의

▪ 해양퇴적물 미량금속 기준물질 시료 제조시 시료 분해 및 측정 기술, 균질도 점검

▪ IAEA의 해양생물 미량금속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시료 채취 및 공급, 전처리 

방법 습득

▪ 해양 미량금속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시료 분해 및 주요․미량금속 측정 기술 토의

▪ 미량금속용 해양 퇴적물 및 생물 기준물질의 제조 과정의 문제점 검토 및 자료

의 통계 처리 프로그램 실습

▪ IAEA의 해양환경 연구장비 및 기초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현황 파악

▪ IAEA의 상호 비교 시험 참여 요청 및 국제 인증을 위한 협력 추진 논의

○ IAEA MESL의 기준물질 제조 시설 파악 및 제조 기술 습득

▪ MESL 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 분석 시 필요한 미량금속 기준물질 제조를 위

한 시료 건조시스템, 분쇄기, 전동 Sieve, 시료 균질기기 등의 기초 자료를 입수.

▪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전처리 기술(전처리의 주의사항, 균질화를 위한 시료 투

입량, 혼합 기간 설정 등) 습득, 균질 정도의 점검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및 측정 

자료의 통계적 처리방법 습득

▪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의 교육훈련

▪ 미량금속 및 유기화합물질의 기준물질 제조 시 분석을 위한 장비의 구성 및 전

체 환경시설 및 주변 시설(세척기, 후드, 가스 공급 체계 등) 파악

○ 인증기관 지정 및 국제 협력 추진

▪ 유럽 연합의 QUASIMEME 및 벨기에의 MUMM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표준물

질 제조 및 정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 구성에 대한 정보 파악

▪ IAEA의 진행되고 있는 해양환경 시료의 미량금속 분야 상호비교 시험에 대하여 

지속적인 참여 의사 표명 및 향후 각종 정보 제공 리스트 잔류 협조 요청

▪ 한국 연안 해양 퇴적물의 유기화합물질 기준물질과 해양생물을 이용한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향후 협조 방안 토의 및 향후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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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MESL의 인정기관 추진 현황과 계획 정보 및 KORDI의 인정기간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주진 방향 설정

▪ 표준물질 관련한 국제적인 학술행사인 13차 BERM(Biological Environmental

Reference Material)회인  개최에 대한 정보 입수

○ 표준물질 제조 및 검증을 위한 인프라 및 제조기술 습득을 위한 국제협력

▪ 해양환경 시료를 이용한 미량금속 및 유기화합물질의 제조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노하우와 제조를 위한 전문가가 확보되어

야 함.

▪ 우리나라 연안에서 퇴적물과 해양생물을 채취하여 IAEA MESL에 제공하여 표

준물질을 제조하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전략이 필요하며, 표준물질의 인증은 전

세계의 실험실에 분석을 의뢰하여 consensus value를 확정해야 함.

▪ 자체적으로 인증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제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분석 능력

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며, 관련 전문 인력 확보, 제작 및 분석을 

위한 기초 설비 및 기술이 확보 및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 2012 ∼ 2013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퇴적물 2종과 굴 1종에 대한 미량금속 분석

용 인증표준물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제조기술과 숙련도 시험 등에 관

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을 받기로 하였음.

▪ 제조 인프라의 구축은 2013년부터 시작하되, 미량금속 분야부터 시작하고, 유기

독성물질은 2016년부터 시작하기로 함. 표준물질 제조장비 및 시설의 제작, 미

량금속 분석 실험실에 대한 청정실험실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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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금속 분석용 Clean Room  유기화합물질 측정실

멸균용기 계량 시설 표준물질 혼합 시설

분쇄 시료 체질을 위한 장치 퇴적물 표준물질 보관병 

중앙 가스 공급 시스템  미량금속 균질도 테스트 

그림 3-1-9. IAEA MESL의 표준물질 제조 및 검증 실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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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준물질 제조를 위한 환경시설 구축

4.2.1. 분석 실험실의 리노베이션

○ ISO Guide 34와 35에 근거하여 KOLAS로부터 표준물질 제조기관 인정을 받고 제

조한 표준물질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실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균질

성 시험과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함. 기존 실험실의 시설

은 30년 이상 사용되어 노후화된 상태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험실 기반 시설

에 대한 리노베이션 공사를 실시함.

그림 3-1-10. 실험실 리노베이션 공사 후 각 실험실 내부

○ 염분 표준물질 제조를 위한 유리병을 자동으로 세정하기 위하여 자동 초자세정장

치를 도입하였으며, 실험실에 비치된 시약으로부터 표준물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배기장치가 부착된 별도의 시약 보관함을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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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시약보관함(좌) 및 자동 초자세정장치(우)

4.2.2. 청정실험실 구축

○ 염분과 영양염류 표준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멸균시설로부터 직접 청정실험실로 

해수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Class 100의 청정실험실과 Class 1000의 

클린벤치를 설치하였음. 청정실험실 입구에 샤워실과 탈의 및 보관 공간을 마련했

으며, 청정실험실의 내부에는 작업자가 퇴실 시 자외선으로 살균되도록 조명장치

를 설치했음. 청정실험실과 멸균장치, 계량장치가 좁은 공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정실험실 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하여 청정실험실 내부 작업과의 연계성

을 높였음. 청정실험실 입구는 자동문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였음.

그림 3-1-12. 청정실험실(좌) 및 클린벤치(우)

○ 멸균 용기의 기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멸균 전후에 멸균용기를 계량할 수 있

는 대용량 저울을 멸균실에 설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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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멸균용기 계량용 대용량 저울 

4.3. 해수 멸균장치 개발

4.3.1. 뱃치형 대용량 멸균장치

○ 해수 표준물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멸균시설이 필수적임.

Kanso Techno의 경우, 230 L 용량의 멸균용기를 넣을 수 있는 Walk-in Autoclave

시설을 갖추고 있음. 현재 연구원내의 공간문제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설

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여건을 고려하여 100 L 규모의 멸균용기를 이용하여 

표준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축.

▪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멸균장치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독일에서 150 L 용

량의 멸균장치를 주문 제작하였음. 이 멸균장치는 Steam Generator 내장형 방식

으로 보다 정확한 온도 분포를 바탕으로 멸균을 진행하며, 150℃, 5기압까지 운

용할 수 있음. 2개의 온도 센서로 컨트롤 되며, 멸균 과정의 온도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음. 센서는 멸균용기 내부에 설치되는 chamber sensor로 되어 있어 온

도 측정이 정확함.

▪ 좁은 공간에서 멸균용기를 멸균장치에 삽입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코끼리 자키를 

사용함.

○ 고압멸균장치에 삽입할 멸균용기는 해수와 접촉하므로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미생물 연구

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고압멸균기에는 최대 50 L 용량의 용기까지 넣을 수 있

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US316 재질로 50 L 용기를 제작하였음. 처음에는 뚜껑

을 통의 직경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였으나 기밀에 문제점이 있어 뚜껑의 크기

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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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대용량 멸균장치(좌)와 코끼리 자키(우)

그림 3-1-15. SUS316 재질로 제작된 50 L 멸균용기

○ 150 L 대용량 고압멸균장치가 도입된 이후 용기의 크기를 100 L로 증가시켜 해수

를 반복 멸균시킨 결과, 제조된 염분 표준물질을 2차 여과하는 과정에서 녹이 발

생한 것을 발견하고, 내부와 외부 전면을 테플론으로 코팅하여 실험하였으나, 고

온 고압으로 멸균 후 코팅된 테플론의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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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SUS316으로 제작 후 테플론 코팅한 100 L 멸균용기

○ Kanso Techno에서 시도한 것처럼 electropolishing을 시키는 것보다 해수에 부식

되지 않는 티타늄 재질로 100 L 멸균 용기를 제작하였으나, 티타늄 용접봉의 순도 

문제로 용접 접합부에 얼룩이 발생하였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티타늄 용

기를 절단하여 상하부를 용접한 후 병을 다시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작 방식을 변

경함.

그림 3-1-17. 티타늄으로 제작한 100 L 멸균 용기

○ 용기의 두께가 얇아 멸균 후 부풀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티타늄의 두께

를 두껍게 변경하여 100 L 티타늄 멸균 용기를 다시 제작하였음. 뚜껑은 기밀을 유

지하고, 해수의 혼합 순환과 인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배

관과 뚜껑면의 접합되는 부분이 부식되지 않도록 수차례에 걸쳐 구조가 개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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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멸균용기 뚜껑의 구조 개량 

4.3.2. 연속 멸균장치

○ 100 L 티타늄 멸균용기를 사용할 경우,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는 표준물질의 양은 

100 L로 제한됨. 따라서 멸균 용기의 용량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멸균시킬 수 있

다면 표준물질 생산용량을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됨.

▪ 일반적으로 미생물 배지를 멸균하는 방법에는 고온의 증기를 이용하는 방법, 2900A

이하 파장의 자외선 살균, 여과에 의한 미생물 제거, ethylene oxide 등의 화학

물질에 의한 살균, 감마선 조사, 초당 9000 사이클 이상의 고주파 처리 방법 등

이 사용되어 왔음. 습열 멸균방법은 미생물의 단백질을 변형시키고, 필수 효소

들을 파괴하여 멸균시킴.

그림 3-1-19. 연속 해수 멸균장치 시작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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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해수 연속 멸균장치의 성능 시험

○ 발효장치의 배치를 여과하기 위한 증기 연속멸균기의 경우, 멸균에 필요한 시간

(td)은 다음 식으로 표현됨(Pfeifer and Vojnovidh, 1952).

log  


 

E : 가장 열에 강한 종을 멸균하기 위한 열용량 (50 ∼ 100 kCal)

T : 절대온도

K : 가장 열에 강한 종과 수에 좌우되는 상수

▪ 발효공정에서 사용되는 소규모 연속 멸균장치의 경우에도, 7.6 cm 직경의 구리·

규소 합금파이프에 6 cm/sec 유속으로 배지를 흐르게 하였으며, 멸균 파이프내

의 용량은 72 ∼ 232 L였으며, 체류시간은 1.5 ∼ 41분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음.

최종적으로 압력은 8.8 kg/cm2, 168℃의 온도에서 평균 유속 6 cm/sec로 운영

했음. 연속 멸균기로 유입되는 배지의 온도와 체류시간에 따라 멸균기의 온도 

하강은 6 ∼ 12℃ 정도였으며, 멸균된 배지는 0.5 kg/cm2 압력으로 떨어뜨렸을 

때, 113℃로 냉각되었으며, 열교환기를 통과시켜 15℃로 냉각시킨 후 발효기로 

유입시켰음.

○ 발효나 식품 제조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속 멸균장치는 증기를 이용한 

고온 고압멸균 방식을 사용하나, 해수 표준물질 제작을 위해서는 증기와 해수가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멸균장치가 필요함.

▪ 해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티타늄 관을 알루미늄 히팅 블록에 

감은 후 압력을 높여 고압 고온으로 연속적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해수를 멸균

시키는 장치를 제작하였음. 멸균된 해수를 보관하는 용기도 티타늄으로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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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멸균장치 가동 전에 헬륨 가스를 채워 고온으로 시스템 내부를 멸균함.

▪ 해수는 연속 여과장치를 거쳐 0.2 ㎛으로 여과한 후 티타늄 관을 통해 이동되며,

티타늄 보관 용기에 저장됨. 시스템 내부의 압력은 자동 밸브에 의해 정밀하게 

제어되며, 멸균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관용기로부터 재순환 시킬 수 있도록 

제작함. 연속 멸균장치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동 제어 기능을 보완하여 

최종 시작품을 제작할 예정임.

4.4. 표준물질 용기, 병입 장치 및 포장시설 구축

4.4.1. 염분 표준물질 용기 및 병입장치

○ 표준해수를 생산하고 있는 OSIL의 용기를 참고하여 염분 표준물질을 담을 유리병

을 검토했으며, 초기에는 기존 세럼병을 구입하여 성능을 시험하였음. 그러나 향

후 표준해수를 대량생산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병의 가격을 절감할 필

요가 있었으며, 초자 제작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250 mL 세럼병 1만개를 제작하였음.

▪ 제작된 유리병은 자동초자세척장치에서 세제로 세척된 후 건조기에서 건조시켰

으며,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였음.

그림 3-1-21. OSIL의 표준해수(좌)와 주문제작을 위해 검토된 염분 표준물질 용기(우)

○ 멸균 후 멸균용기로부터 연동펌프를 통해 청정실험실로 이송된 해수는 클린벤치내

에서 용기에 분배됨. 자동 병입장치는 표준물질을 병입하는 노력을 절감하고, 대

량의 표준물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입 과정에서

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음. 표준물질을 담을 용기를 감지하여 용기

내로 표준물질을 주입하는 관이 상하로 이동하면서 액체가 튀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동펌프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작동함. 표준해수가 정량이 담긴 용기는 고무 뚜껑

을 닫은 후 알루미늄 캡으로 밀봉하였음. 알루미늄 캡 수동 밀봉기는 제작된 표준

물질 병에 맞도록 주문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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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염분 표준물질 자동 병입장치

그림 3-1-23. 알루미늄 캡 밀봉기

4.4.2. 영양염류 표준물질 용기 및 병입장치

○ 영양염류 및 총인, 총질소 표준물질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기 위하

여 현재 생산되고 있는 사전 세척된(precleaned) 용기를 조사하였음.

▪ 사전세척병: 용기의 조건은 사전 세척되어 표준물질의 성분인 질산염, 암모니아,

인산염, 규산염, 유기물 등의 오염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세척된 청정 수준

의 수치를 공급사가 인증할 수 있어야 함.

▪ 재질 및 용량 : HDPE 또는 PP 재질로서 용량은 20 ∼ 150 mL. HDPE 병의 경

우 뚜껑은 대부분 PP 재질이므로 용기 본체와 뚜껑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음.

▪ 뚜껑의 밀폐 : 표준물질이 진공 포장되므로 진공펌프 90 kPa이하에서 뚜껑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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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태에서 압력에 의해 수축되어서는 안 되며, 뚜껑의 수밀이 보장되어야 함.

▪ autosampler rack 사용 : 분석 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표준물질병을 autosampler

랙에 설치하여 시료를 직접 흡입할 수 있어야 함.

○ 영양염류 표준물질 용기의 선정

▪ Kanso Techno는 일본에서 사전 세척된 용기를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국

내에서는 사전 세척된 용기를 구입할 수 없음.

▪ US EPA의 metals, cyanide, fluoride 시료용기 기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Procedure

C processing을 거쳐 세척된 병의 경우 HDPE round bottle은 125 mL가 최소 

용량이며, HDPE cylinder bottle은 60 mL가 최소 용량임. HDPE wide mouth

jar와 Nalgene narrow mouth의 경우에는 60 mL가 최소 용량이며, Nalgene

wide moth bottle의 경우에는 30 mL 용기도 사용할 수 있음. 자동분석기를 사

용하는 영양염류의 경우에는 15 ∼ 30 mL 용량의 용기로도 충분하나, 수동으로 

측정하는 총인과 총질소의 경우 60 mL 용기가 적절함.

▪ 현재 기술 수준에서 100 L의 멸균용기로 표준물질을 제조할 경우, 개당 100 mL

씩 담는다면 1,000개를 생산할 수 있으며, 50 mL씩 담는다면 2,0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10 mL 씩 담는다면,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음. 향후 표준물질을 이용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도록 할 경우, 20 mL 용량의 scintillation vial이나 screw

cap 방식의 15 mL culture tube를 사용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었음.

그림 3-1-24. 영양염류 표준물질 대상 용기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전 세척병을 사용했을 경우 영양염류 블랭크 여부를 각 

뱃치의 병마다 시험했으나, 바탕농도의 수준이 실험의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

으므로 사전 세척병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됨.

▪ 진공포장 시 뚜껑의 수밀을 시험한 결과, 20 mL Scintillation vial의 경우에는 

뚜껑의 금형에 따라 수밀의 차이가 있었으며, 진공포장 후 표준물질이 누출되는 

것이 확인됨. 제조사와의 협의를 거쳤으나, 진공포장 시 수밀 문제를 100% 해결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3개 제품의 15 mL 용량의 culture tube 5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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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공포장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수밀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음. 온도 변

화에 따른 증발에 따라 무게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5℃의 오

븐에서 시험하였음.

그림 3-1-25. 표준물질의 병입 작업 

○ 사전 세척된 표준물질 병은 뚜껑이 닫힌 상태로 구입되므로 자동으로 뚜껑을 열어 

표준물질을 주입한 후 다시 뚜껑을 자동의 닫는 병입 장치를 개발하였음. 이러한 

자동 병입 장치를 사용할 경우, 한 개의 뱃치당 1만개에 달하는 표준물질 생산 시 

인력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병입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림 3-1-26. 영양염류 표준물질 자동 병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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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표준물질 라벨 부착장치

○ 병입이 완료된 표준물질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각 병에는 표준물질을 식

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따라서 각 병의 라벨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 인쇄된 라벨을 사용할 수 없음. 라벨 디자인을 고려할 때, 동

일한 내용은 인쇄하고, 각 병에 대해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라벨을 붙이기 전

에 프린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함.

▪ 라벨에는 이름, 제조 뱃치명, 일련번호, 제조일자, 농도, 제조기관명, 주소 및 연

락처, 로고 심볼이 포함되어야 함. 이중 제조 뱃치명과 일련번호 제조일자만 프

린트하도록 디자인함.

▪ 표준물질 라벨은 염분 측정용 해수, 미량금속 분석용 퇴적물, 영양염류 분석용 

해수 등 3종에 대하여 제작되었음.

○ 병입이 완료된 표준물질을 자동 라벨 부착기에 올려놓으면, 라벨 리와인더에 걸려 

있는 인쇄된 라벨에 라벨 프린터로 뱃치번호와 일련번호, 제조일자, 농도 등을 프

린트 한 후, 병에 부착하도록 장치를 제작함.

그림 3-1-27. 표준물질 인쇄 라벨의 디자인 

그림 3-1-28. 라벨 리와인더(좌)와 자동 라벨 부착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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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자동 라벨 프린터 

그림 3-1-30. 라벨이 부착된 표준물질 

4.4.4. 영양염류 표준물질 진공포장장치

○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공기와의 교환을 차단하고, 외

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진공포장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표준물질을 포

장하여 보관하였음.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진공 포장 작업은 청정실 내에서 이루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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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알루미늄 팩 진공포장 

그림 3-1-32. 진공 포장된 표준물질 

 

4.5. 분석 시스템 구축

4.5.1. 염분 정밀측정장치

○ 염분 측정을 위하여 GUILDLINE의 AUTOSAL 8400B Laboratory Salinometer를 이

용. 염분계의 정확도는 0.002 이하 (conductivity ratio < ±0.0001), resolution은 

0.0002 이하임. 시료는 50 ∼ 100 mL가 필요하며 1분 이내에 측정가능.

그림 3-1-33. AUTOSAL 8400B Sali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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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영양염류 자동분석장치

○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채널 영양염류 자동분

석장치인 Bran-Luebbe의 Quattro를 구입하였음. 본 장비는 해수중의 영양염류인 

Ammonia, Nirate, Nitrite, Phosphate, Silicate를 분석하는 segmented flow

analyzer로서 기존의 Traacs 보다 컴팩트하여 1개의 Console에서 5개 항목을 동시

에 분석할 수 있음. 기존의 자동 분석 장비에 비해 시약 소모량이 적고 재현성이 

높으며(0.4%), 시간당 분석 능력이 많음(최대 90 sample/hr).

○ 영양염류 분석항목별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작성했으며, 점검표(check list) 양

식을 작성하여 분석 개시 이전에 표준작업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음.

그림 3-1-34. 표준물질 분석용 Quattro 시스템

○ 저농도의 미량 분석능력 확보 필요성

▪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서는 제작된 표준물질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

는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특히 저농도의 영양염류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저농도에서 변화하는 미세한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미량 분석능력의 보유가 표준물질 개발의 전제조건이 됨.

○ 검출한계(Limit Limit of Detection, LLD) 측정

▪ 도입된 QUATTRO 자동분석기를 이용하여 담수와 해수 매질에 대한 각 분석항

목의 검출한계를 측정하였음. 호주에 영양염류 표준물질 제작과 숙련도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Queensland Health Scientific Services(QHSS)의 검출한계 결과와 

비교하였음. QHSS의 검출 한계와 비교할 때, 질산염과 암모니아의 검출한계가 

각각 4배, 6배 높았으며, 인산염과 규산염은 각각 2배, 3배가 높았음. 특히 

QHSS가 FIA 방법을 이용하여 LACHAT 자동분석기로 영양염류를 분석한 자료

임을 고려할 때, SFA 방법을 사용하는 QUATTRO가 더 낮은 검출한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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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어야 하나, 담수와 해수 모두 검출한계가 더 높았음. 저농도의 표준물질 개발

에 있어서 제작된 표준물질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검출한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캐리어로 증류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수에 대한 검출한계를 구할 수 

없었음. 해수와 증류수는 굴절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해수  분석에서 검

출한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해수 매질의 캐리어를 사용해야 함. 저농도의 해수 

매질 캐리어를 제작하려면 영양염류 농도가 낮은 표층수를 대량 채취하여 햇볓

에 노출시켜 유리병 내에서 식물플랑크톤이 영양염류를 흡수하게 한 후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함. 아주 낮은 농도의 해수 매질 캐리어를 제

작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함.

KIOST 

(SFA/QUATTRO)

QHSS

(FIA/LACHAT)

        matrix

parameter

fresh water

(μmol/L)

fresh water

(μmol/L)

seawater

(μmol/L)

Nitrate+Nitrite 0.16 0.04 0.04

Nitrite 0.03 - -

Phosphate 0.02 0.01 0.01 

Silicate 0.03 0.01 0.02

Ammonia 0.19 0.03 0.06

표 3-1-12. 영양염류 측정 시 검출한계의 비교

○ 반복성(Repeatability)과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

▪ 분석의 정밀도(precision)은 반복성과 재현성(reproducibility)로 측정됨. 반복성은 

동일한 실험실에서 동일한 실험자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과 시험 

시료를 가지고 단시간 동안 분석하여 얻어진 독립적인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

를 나타냄. 영양염류 측정의 반복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증류수로 제조한 표준용

액을 31개를 연속적으로 분석하였음. 영양염류 측정의 반복성은 0.2 ∼ 0.5%로

서 매우 우수하였음.

▪ 재현성은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동일한 시험시료에 대하여 다른 조건하에서 측정

한 독립적인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험실내 재현성

(Within-laboratory reproducibility) 또는 단일 실험실내 재현성(single-laboratory

reproducibility)이라고 불리움. 재현성을 측정하는 목적은 분석자나 시약 뱃치,

측정기의 재교정, 실험실의 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분석 결과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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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일자

Repeatability(%)

Nitrite Nitrate+Nitrite Ammonia Silicate Phosphate

2.5 μmol/L 12.5 μmol/L 10.0 μmol/L 10.0 μmol/L 2.5 μmol/L

2012. 4. 5 0.4 0.3 0.3 0.3 0.5

2012. 7. 4 0.2 0.6 0.2 0.2 0.5

2012. 8. 21 0.2 0.5 0.9 0.2 0.5

표 3-1-13. 증류수 매질 표준용액 분석시의 반복성 실험 결과

○ 정밀도(Precision) 측정

▪ MOOS-2와 KANSO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영양염류 측

정의 정밀도를 산출하였음. MOOS-2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77회에 걸쳐 

129회 분석한 콘트롤 차트를 사용하였으며, KANSO 표준물질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에 걸쳐 15회에 걸쳐 30회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였음. 분석 정밀도

는 질산염의 경우 6 ∼ 9%, 아질산염의 경우 3 ∼ 8%, 인산염은 3 ∼ 12%, 규

산염은 1∼ 3%정도로서 향후 분석의 재현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 동일한 조건에서의 반복성은 좋으나 실험실 환경과 분석조건이 변화

할 경우 재현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콘트롤 차트를 이용해 매일 분석

전에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기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분석을 개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parameter

MOOS-2 CRM KANSO RM

Certified 

value

(μmol/L)

n
Precision

(%)

Reference

value

(μmol/kg)

n
Precision

(%)

Nitrate+Nitrite 24.9 ± 1.0 129 9.4 18.15 ± 0.06 30 6.0

Nitrite 3.31 ± 0.18 129 2.8 0.471 ± 0.003 27 8.4

Phosphate 1.58 ± 0.10 129 12.1 1.296 ± 0.006 30 3.3

Silicate 28.8 ± 1.0 129 3.1 42.2 ± 0.21 30 1.0

Ammonia - 119 14.3 - 28 16.8

표 3-1-14. 두가지 표준물질을 이용한 영양염류 분석 정밀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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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염류 분석의 확장불확도 산출

▪ 정량분석화학에 있어서 불확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짐. Bottom-up 방식이란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

차의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도출하고, 각각의 오차 요인들이 측정불확도에 기여

하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며, Top-down 방식은 전체 분석과정을 거쳐서 산출

된 시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불확도를 추

정하는 것임.

▪ 실지로 분석화학에 있어서 수많은 불확도 요인들을 정량화하는 것이 불가능하

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됨. 예를 들어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저울의 

교정 불확도, 저울의 직선성, 재현성, 일간 드리프트, 측정 시 마다의 변화, 밀도

의 영향 등 다양하고, 부피 측정의 경우에도 측정도구의 교정불확도, 온도, 측정 

시 마다의 변화 등을 고려해 불확도 추정 모델을 만들어야 함. 따라서,

Bottom-up 방식보다 Top-down 방식으로 확장불확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번호 구  분 분석과정의 불확도 요인

1 시료채취

- 시료의 불균질성
- 시료채취 방법의 차이
- 시료의 물리적 상태
- 온도와 압력의 영향 등

2 시료 전처리
- 균질화, 시료 소분, 건조, 마쇄, 용해, 추출
- 전처리과정에서의 오염
- 희석 또는 사전 농축에 의한 오차 등

3 인증표준물질 사용
- 인증표준물질의 불확도
- 시료와 인증표준물질의 매질 차이

4 장비의 교정
- 측정장비의 미교정
- 교정용 표준물질의 영향 등

5 분석과정

- 자동분석시의 carry-over
- 분석자별 차이
- 매질, 시약, 방해물질 등으로부터의 간섭
- 시약의 순도
- 분석장비의 조건 설정
- 분석 재현성
- 초자기구로부터의 오차 등

6 자료 처리
- 계산착오
- 잘못된 통계 처리 등

7 결과 제시
- 불확도 계산
- 신뢰구간 등

8 결과 해석
- 결과 해석의 한계
- 목적의 부합도 등

표 3-1-15. 분석과정의 불확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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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편차 s 표준편차

%b 상대편차 sr  반복성 표준편차

Cref 인증표준물질의 농도 sR 재현성 표준편차

CRM 인증표준물질 sRw 실험실내 재현성 표준편차

k coverage factor x 평균

r 반복성 ubias 편차의 측정불확도

R 재현성 uc 합성 표준 불확도

Rw 실험실내 재현성 uref 인증표준물질의 불확도

RSD 상대표준편차 uRw 실험실내 재현성의 측정불확도

RSDbias 편차의 상대표준편차 uCref 인증표준물질 인증값의 측정불확도

RSDCRM
CRM 콘트롤차트로부터
추정된 상대표준편차

%u 상대 측정 불확도

U 95% 신뢰수준의 확장불확도

표 3-1-16. 영양염류 분석 불확도 계산에 사용된 약어

▪ Top-down 방식의 확장불확도 산출에 있어서는 정확성(Trueness)과 실험실 내부 

재현성(Within-lab reproducibility) 요인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후 합산하게 되며,

실험자료의 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U = 2√(%ubias
2 +%uRws

2)

▪ 상대 실험실 내부 재현성(%uRw
2)은 ① 인증표준물질이나 매질이 동일한 기준 시

료(control sample)을 사용한 콘트롤 차트로부터 계산하는 방법, ② 한 가지 표

준물질이나 매질이 동일한 기준물질을 반복분석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여러 번

의 실험실간 상호 비교시험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 ④ 반복 시료 분석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용 자료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증표준물질을을 사용한 콘트롤 차트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음. ②방법

은 인증표준물질이나 기준시료가 측정하는 시료와 매질이 다를 때 사용하며, ③

방법은 적어도 6차례 이상 실험실간 상호비교 실험한 결과가 있어야 하며, ④방

법은 상기의 자료가 전부 가용하지 않고 시료를 반복하여 분석한 자료가 존재

할 때 사용함. 본 연구에서는 인증표준물질인 MOOS-2와 해수 매질의 KANSO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6개월 ∼ 1년 동안 측정한 콘트롤 차트 자료가 존재하므

로%uRw
2은 상대분산 RSD2로 구할 수 있음.

▪ 정확성의 불확도 요인은 다수의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평균값과 참값의 차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음. 참값은 인증표준물질의 인증값이나 표준물질의 참조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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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 정확성의 불확도 요인을 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음. ① 인증표준

물질을 사용한 콘트롤 차트로부터 계산하는 방법, ② 여러 번의 실험실간 상호 

비교시험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 ③ 회수율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중 가용 자료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참값과 측정값간 편차의 측정 불확

도(ubias
2)를 인증표준물질의 인증값을 참값으로 사용하여 상대편차(%b2), 편차의 

상대표준편차(RSDbias
2), 인증표준물질 인증값의 측정불확도(uCref

2)로부터 계산함.

%ubias
2 = %b2 +%RSDbias

2 +%uCref
2

▪ 인증표준물질인 MOOS-2의 콘트롤 차트를 이용하여 영양염류 분석의 확장불확

도를 계산한 결과, 아질산염 9.8%, 아질산염+질산염 19.0%, 규산염 13.9%, 인산

염 24.7%였음. KANSO 표준물질의 콘트롤 차트를 이용하여 영양염류 분석의 확

장불확도를 계산하면 아질산염 21.4%, 아질산염+질산염 11.9%, 규산염 2.0%, 인

산염 6.5%로 나타났음. 이는 표준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확장불확도 값에 비

해 크기 때문에 표준물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을 경우, 균질성이나 안정성을 

규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영양염류 분석의 확장불확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

▪ 영양염류 분석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 장비 가동 후 분석 개시 이전

에 체크리스트에 따라 항목별 분석 불합격 기준의 점검이 필요함

표 3-1-17. 해수 중 영양염류 측정불확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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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itrite Nitrate+Nitrite Silicate Phosphate

Cref   (μmol/L) 3.31 24.9 28.8 1.58

uref   (μmol/L) 0.18 1.0 1.0 0.10

%uCref  (%) 2.7 2.0 1.7 3.2

x     (μmol/L) 3.43 24.9 27.1 1.56

%uRw
2  (%) 7.64 87.88 9.41 147.01 

%ubias
2 (%) 16.37 2.70 38.91 5.75 

%U    (%) 9.8 19.0 13.9 24.7 

표 3-1-18. MOOS-2를 이용한 영양염류 분석의 확장불확도 추정

DQM Feature Criteria Fail Criteria 
Result

IHRM sample [known – result]   > 10% Audible Alarm

Blank result > 0.002 Audible Alarm

Replicate [difference] >   5% Audible Alarm

Spike recovery > 110% OR recovery < 90% Audible Alarm

Calibration Check

(0.050 mg/L std 

and 0.50 mg/L 

std)

[known – result]   > 5% AND 

[known – result] < 7.5%
Audible Alarm

[known – result]   > 7.5% AND 

[known – result] < 10%
Recalibration

[known – result]   > 10%
Pause Analysis  

 

표 3-1-19. 질산염 분석 시 불합격 조건

4.5.3. 총인, 총질소 자동분석장치

○ 총인, 총질소는 해양환경측정망의 분석항목이며, 국내에서 담수와 폐수 분야에서도 

표준물질의 수요가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음. UV 산화법은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료의 경우 산화율이 낮아지므로 해양환경공정시험

법에서는 고온 고압 산화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까지 해수 중 총인과 총

질소는 알칼리 상태의 K2S2O8하에서 고압멸균기(autoclave)로 2회 소화시킨 후 영

양염류 측정장치에서 질산염과 인산염을 측정해 왔으나, 분석시간이 많이 소요되

므로, 온라인 고압 산화조(on-line autoclave)를 구입하여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

는 Traacs 영양염류 자동분석장치에 연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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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온라인 고압 산화조를 연결한 총인 총질소 자동분석장치

4.5.4. 식물플랑크톤 색소 분석장치

○ 식물플랑크톤 색소 표준물질의 필요성 

▪ 식물플랑크톤은 해양의 일차생산력, 물질순환 및 해양환경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며, 식물플랑크톤 색소 분석은 식물플랑크톤의 생물

량 측정 및 종 분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다양한 색소의 분류 및 농도계산을 위해 검증된 표준색소의 분석, 비교가 필수적

▪ 색소 분석자료의 정도관리를 위해 색소 표준물질이 요구됨.

▪ ICES/HELCOM, OSPAR 등 여러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는 1990년대

부터 생물항목의 정도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위성 원격탐사와 연계하여 

상호비교시험을 실시(e.g. Sorensen et al., 2007, Madhavan et al., 2012).

○ 식물플랑크톤 색소 분석의 정도관리를 위한 숙련도 시험 현황

▪ QUASIMEME에서는 매년 해수중 chlorophyll과 Pheopigments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4월과 10월에 실시함. 배양된 Chaetocheros와 Pyramimonas를 이용하여 여

과를 하여 숙련도 시험 시료를 제작. 숙련도 시험시료는 배양액을 Whatmann

GF/F, 47 mm 여과지에 여과한 후 액체질소로 즉시 냉동함. 냉동된 여과지는 

무작위로 추출하여 균질성 시험을 실시.

▪ 핀란드의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SKYKE)에서는 호수와 연안수의 영양염

류, pH, 전기전도도, 탁도, 총인과 함께 매년 엽록소-a 항목에 대한 숙련도 시험

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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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d Unit 
Concentration 

Range

Error 

Constant 
Proportional 

error

Chlorophyll-a µg/L  0.1 ∼ 20 0.05 12.5% 

Chlorophyll-b µg/L  0.01 ∼ 5 0.01 12.5%

Chlorophyll-c µg/L  0.02 ∼ 2.5 0.01 12.5%

Pheopigments µg/L  0.02 ∼ 2.5 0.01 12.5%

표 3-1-20. QUASIMEME Laboratory Performance Studies에서 제공하는 색소 

숙련도 시험 시료

○ 식물플랑크톤 색소 표준물질 방법

▪ 현장시료를 이용한 표준물질 제조

- 현장시료를 표준색소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구성 색소 및 농도를 검증한 뒤에 

혼합기준색소 (pigment mixture reference)로서 이용

- 값이 싸고, 주로 분석하는 시료의 색소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음

- 농도의 신뢰성, 불순물의 함유, 색소의 분해에 따른 안정성 등의 문제 발생

▪ 조류 배양액(Algae culture)을 통한 표준물질 제조

- 배양된 단일 식물플랑크톤 종을 구매하여 배양시료로 이용하거나,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또는 TLC (Thin Layer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색소를 분리 및 결정화(crystalline)한 뒤 적절한 용매에 녹여 사용

- 다양한 종의 식물플랑크톤 존재, 다양한 색소를 추출할 수 있음

- 농도의 신뢰성, 불순물의 함유 등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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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약자 웹 페이지

ALGOBANK AC http://www.unicaen.fr/algobank/accueil/

Culture Collection of Algae 

and Protozoa
CCAP http://www.ccap.ac.uk/

Provasoli-Guillard National 

Center for Marine Algae and 

Microbiota

NCMA https://ncma.bigelow.org/

Australian National Algae 

Culture Collection
ANACC

http://www.csiro.au/Organisation-Structure/

National-Facilities/Australian-National-Alga

e-Culture-Collection/Algal-Culture-Facility.

aspx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BRC http://www.nbrc.nite.go.jp/e/

Microbial Culture Collection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NIES http://www.mies.go.jp

Roscoff Culture Collection RCC http://www.sb-roscoff.fr/Phyto/RCC/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Culture 

Collectionm of Algae (UTEX) 

USA

UTEX http://www.utex.org/

표 3-1-21. 식물플랑크톤 배양액 공급기관 

그림 3-1-36. ANACC의 배양 미세조류 그림 3-1-37. UTEX의 배양조류

▪ 상용 단일 표준색소를 이용한 혼합 표준물질 제조

- 순도가 매우 높은 단일색소의 표준색소의 용액 또는 시약으로서, 용액을 바로 사용

하거나 희석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여러 종의 색소를 이용하여 혼합표준색소를 만

들 수 있음.

- 농도가 흡광광도법과 HPLC등의 방법으로 여러 번 검증되었으며, 순도가 매우 높고 

사용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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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비싸며, 용량이 매우 적음. 보관기간은 3년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짧음.

- 판매가능한 색소종의 다양성이 적음.

- 구입처 : DHI, CaroteNature, Sigma, Frontier Scientific, Fluka (Sigma), VWR 등.

그림 3-1-38. DHI에서 판매중인 표준색소(약 37종)

Steps Method diversity Critical QA factors
Priority QA 

actions

시료 채

취 및 전

처리

§ pump/hose, bottle 

sampler, in situ 
fluorescence 등에서 방

법간 차이

§ chlorophyll a 추출물의 

정도관리 절차의 차이 

존재

§ 방법에 따라 정확

도의 차이 발생(패

치 형태로 존재하

는 시료에 대처하

는 방법간 효율성

의 차이)

§ 시료 채취방법

에 대한 실험실

간 상호 비교 

필요

시료 분

석

§ spectrophotometer,  

fluorometer, HPLC 등 

분석 방법간 차이 존재

§ 정확도와 재현성 

부족

§ CRM 필요

§ 분석 능력에 대

한 국제 비교 

필요

§ 현장 측정에 대

한 장비 교정

자료 처

리

§ 통계처리 방법간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콘트롤 차트로 

자료 보고 필요

표 3-1-22. chlorophyll-a 색소 분석시의 주요 정도관리 요소(OSPAR, 2002)

○ HPLC를 이용한 색소 분석 시스템 구축

▪ 식물플랑크톤 색소의 분석 및 엽록소 측정센서의 교정을 목적으로 HPLC를 사용함.

▪ 분석 방법 : 2003 NASA Protocol (wright 1991)을 분석장비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

▪ 2003 NASA Protocol은 NASA의 해색위성 엽록소 측정값 보정을 위해 개발된 

HPLC 분석법으로, 엽록소 a 및 분해산물 분석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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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보관

현장 Sample Container 알루미늄 호일, 드라이아이스에 보관 (1∼2일 이내)

실험실 Storage -90℃ 냉암소에 보관

시료 추출

추출용액 100% Acetone 5.0 mL

내부표준물질 Canthaxanthin (DHI pigment standard) 50 μL

추출용기 10 mL amber bottle

추출방법 Ice bath에서 여과지를 잘라 sonication후, -4℃ 냉암소보관

여과 0.22 μm PTFE 실린지 필터로 여과

분석 여과한 추출액 1 mL에 500 μL 증류수 첨가 후 혼합하여 분석 

HPLC Setting

HPLC Alliance 2695

고정상 C18

컬럼
Guard column ODS-2 spherisorb 5.0 μm × 50 mm × 4.6 mm 

column ODS-2 spherisorb 5.0 μm × 250 mm × 4.6 mm

Detector Waters 2487 dual UV absorbance detector, 996 PDA detector

Wavelength 436 nm, 450 nm

HPLC Solvent

Flow rate 0.5~1.0mL/min

이동상 용매

A MeOH (80) : 0.5M NH4Ac(20), 0.01%BHT

B ACN (87.5) : Water (12.5), 0.01%BHT

C Ethyl Acetate (100)

Gradient

Time (min) Flow rate(mL/min) A (%) B (%) C (%) Curve

0 1 90 10 0 6

1 1 0 100 0 6

11 1 0 90 10 6

15 0.5 0 82.5 17.5 6

19 1 0 75 25 6

27 1 0 60 40 6

29 1 0 30 70 6

30 1 0 30 70 6

36 1 0 10 90 6

37 1 90 10 0 6

40 1 90 10 0 6

42 1 90 10 0 6

계산식


 각 색소peak의 면적  추출량(mL)


 100% acetone 5mL+50μL Cantha첨가시

Canthaxanthin peak면적 (blank)
 주입량 (mL)


 샘플 중 Canthaxanthin peak면적  여과량(L)

  각 색소 별 주입량(mass,μg)에 대한 peak면적의 기울기


 

   



 



기타사항

- 모든 pigment standard는 DHI제품 사용

- 매 분 석시 blank (100% acetone 5mL+50μL Canthaxanthin), pigment mixture 

(또는 엽록소 a)를 분석하여 머무름 시간 및 농도계산을 확인 및 보정함.

표 3-1-23. 시료 전처리 및 HPLC 분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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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색소를 이용한 HPLC 분석성능검증

▪ 정성분석

- DHI에서 제공하는 단일표준색소를 분석하여, 각 색소별 크로마토그램, 머무름 시간

(Retention Time) 및 PDA 흡광스펙트럼을 얻음.

- 단일표준색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표준색소를 정성 분석함.

그림 3-1-39. 혼합표준색소의 크로마토그램 peak와 단일 표준색소의 머무름 시간 

및 PDA 흡광스펙트럼를 비교하여 정성분석 가능

▪ 정량분석

- DHI 단일표준색소를 1, 4, 8, 16배 희석한 시료를 분석하여 각 색소의 분석주입량

에 대한 peak 면적 값의 관계를 구함(그림 3-1-40, 표 3-1-24).

- 분석주입량에 대한 peak 면적 값의 기울기 (Fi)를 이용하여, 시료 중의 색소별 농도를 환산함.

그림 3-1-40. 색소의 농도별 HPLC 피크 면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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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머무름시간 (분) F(Area/ug) R2

19-but 10.5 8236349 0.9999

19-hex 13.3 12585102 0.9999

Alloxanthin 24.3 10592224 0.9999

Antheraxanthin 23.9 7534859 0.9999

Chlorophyll a 31.2 3820847 0.9999

Chlorophyll b 28.8 3204365 0.9999

Diadonoxathin 22.5 10894745 0.9999

Fucoxanthin 13.3 12459634 0.9999

Neoxanthin 14.8 18020280 0.9999

Peridinin 10.5 6653794 0.9999

Prasinoxanthin 18.6 7509016 0.9999

Zeaxanthin 26.3 8521729 0.9999

표 3-1-24. 색소 성분별 머무름 시간과 F값

○ 현장 시료를 이용한 HPLC 분석성능 검증

▪ 재현성

- 한 정점에서 채수한 해수시료를 2 L씩 여과한 5개의 여과샘플을 분석.

- 시료의 동질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재현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시료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재현성 6% 이내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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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동해현장시료(2012.07.27)의 반복 분석결과

그림 3-1-42. 동해 묵호항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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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물질의 개발

5.1. 표준물질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5.1.1. 표준물질 개발계획 수립시의 요구사항

○ 측정 결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명시

된 기준으로 소급성을 가져야 하며, 표준물질은 해양관측 및 측정의 결과에 대한 

소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일반적으로 인증 표준물질은 뱃치로 제조

되므로 그 특성값은 뱃치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에 대하여 측정하여 명시된 불확

도 한계 내에 있도록 결정됨.

○ 표준물질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 설계해야 함.

▪ 표준물질의 사양 규정 : 표준물질이 가져야 할 매질 특성, 인증될 특성값 농도의 

범위, 요구되는 불확도 수준 등의 설정.

▪ 시료 채취 절차의 설계 

▪ 시료 제조 절차의 설계 

▪ 균질성 및 안정성 시험에 사용할 적절한 측정 방법의 선정 

▪ 표준물질의 특성화에 적합한 방법의 선정 

▪ 균질성 시험 방법

▪ 안정성 시험 방법

▪ 균질성 시험, 안정성 시험, 특성화 결과의 합성, 측정의 불확도 평가 

▪ 인증의 설계와 인증 보고서 내용 등

○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생산된 표준물질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

정이 규정되어 있음. 표준물질의 개발 및 인증과정에는 타당성 조사, 전처리, 균질

성 시험, 단기 안정성 시험, 장기 안정성 시험, 특성화, 특성값 설정 등 여러 단계

에서 연구 개발이 필요함.

○ 표준물질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SOP에 따르며 기획회

의를 개최하여 어떤 표준물질을 개발할 것이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논의. 기

획회의의 결과는 계획서 양식에 정리. 이 양식에 기입된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에는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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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인증 표준물질의 개발절차(Emons, 2009)

○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을 다루고 있는 ISO guide 34를 실행

에 옮기기 위해서는 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표준작업지침(SOP)를 갖추어야 함.

ISO Guide 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요건

ISO Guide 80

품질관리를 위한 in-house 표준

물질 제조에 관한 최소 요구사항

ISO Guide 79

정량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생산 요건

ISO Guide 35

표준물질의 특성화와 인증 원칙

ISO Guide 33

표준물질의 사용(검량, 방법 검증, 콘

트롤 차트, 숙련도 시험 등)

ISO Guide 31

표준물질 관련 문서화(인증서 목차, 라

벨, 운송장 등)

ISO Guide 30

표준물질 관련 정의와 용어

그림 3-1-44. 표준물질 관련 ISO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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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물질 개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고려 사항

▪ 매질 형태(matrix type)

▪ 분석대상 물질의 종류 

▪ 분석대상 물질의 농도

▪ 생산할 표준물질 단위(unit)의 수

▪ 단위 표준물질의 용량

▪ 보관 요구사항(-80℃, -20℃, 4℃, 18℃)

▪ 표준물질 용기

▪ 표준물질 생산 과정

▪ 표준물질의 병입

§ 표준물질 생산계획

§ 표준물질 사양 및 조달

§ 표준물질 준비

§ 균질성 추정

§ 안정성 시험

§ 인증값의 특성화

§ 교환성(commutability)

§ 저장

§ 인증서, 라벨, 안전관련 자료

§ 통계

§ 불확도 및 소급성

§ 인증

§ 보고서

§ 고객 지원

§ 실험실간 비교 및 협동 연구 조직

§ 기존의 표준물질의 평가

§ 파일 관리

§ 생산품 양도

§ 책임과 권한

§ 안정성 모니터링

표 3-1-25. ISO guide 34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표준작업지침(SOP)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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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6. 영국 LGC의 표준물질 개발 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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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표준물질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 표준물질을 담을 용기를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토 사항

▪ 습기 변화 가능성

▪ 용기로부터의 오염

▪ 빛에 의한 변질

▪ 휘발성

▪ 적절한 용기의 뚜껑

○ 표준물질 제조과정

▪ 마쇄 및 분쇄(milling and grinding)

▪ 체질(sieving)

▪ 혼합(mixing)

▪ 여과(filtration)

▪ 안정화(stabilization)

▪ 병입(dispensing into units)

▪ 멸균(sterilisation)

○ 표준물질의 병입시 균질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병입과정 수행

▪ 병입과정에서 전체(bulk)의 균질성 유지

▪ bulk에서 초기 5 ∼ 10%와 마지막 10%를 폐기

5.1.3. 표준물질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

○ 표준물질의 균질성 시험의 일반 요구사항

▪ 모든 물질은 균질성을 시험해야 함.

▪ 모든 분석 대상물질이 시험되어야 함.

▪ 병입한 순서와 무관하게 10 ∼ 30개의 표준물질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3회 반복 분석

▪ 통계분석(ANOVA) : 분석 표준편차(Smethod)와 병간 표준편차(Sbb) 계산

▪ 불균일성에 의한 합성 불확도 추정

○ 표준물질의 안정성 시험의 일반 요구사항

▪ 기존 표준물질 및 관련 표준물질로부터의 정보 수집

▪ 기존 문헌 및 기존 자료 수집

▪ 단기 및 장기 불안정성에 의한 합성 불확도 추정

○ 표준물질의 특성화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 단일 시험소에서 단일의 최상위 방법 사용

▪ 1개 이상의 시험소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방법 사용(상세한 불확도 산출 필요)

▪ 합의 값(consensus) 인증 : 숙련도가 높은 다수의 시험소에서 얻은 값을 이용

각 시험소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사전에 분석방법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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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물질의 교환성(commutability) 시험

▪ 표준물질이 원래 의도한 목적에 맞도록 고유한 시료에서 나타나는 성질에 상응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야 함.

▪ 실제 시료와 표준물질을 측정하는 과정이 다를 경우 측정 결과간 수학적 관련성

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사용됨. 예를 들어 해수 중 영양염류 측정 시 FIA

로 측정했을 때와 SFA로 측정했을 때 두 가지 방법간에 표준물질 분석 시 차이

가 난다면 이를 이용하여 한 가지 방법의 시료 분석값을 보정할 수 있음.

▪ 교환성 문제는 임상병리 시험서에서 나타난 문제였으나, 최근 다른 측정분야에

도 적용하기 위하여 ISO REMCO에서 논의 중.

5.1.4. 표준물질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 표준물질의 인증(certification) 결정

▪ 표준물질의 인증은 내부 인증 위원회(in-house certification panel)에서 수행됨.

▪ 위원회의 구성 : 총괄 책임자, 표준물질 분야 책임자, 품질 책임자, 관련 과학자,

개발 담당자, 통계 전문가 등.

○ 내부 인증 위원회의 활동

▪ 개발될 표준물질의 용도 및 사양 검토

▪ 외부 위탁 개발 시 표준물질 생산자의 전문성 검토

▪ 표준물질의 준비과정 기록의 검토

▪ 표준물질의 균질성과 안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검토

▪ 특성값 설정방법의 적절성 검토

▪ 특성화 연구로부터 얻어진 추가 정보의 검토

▪ 분석 원자료와 결과의 통계적 처리과정 검토

▪ 자료의 검토 조사결과의 기록

▪ 표준물질의 문서화 승인

▪ 표준물질의 배포 감독

○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품명 및 표준물질에 대한 설명

▪ 표준물질 번호 및 뱃치 번호

▪ 특성값 및 특성값의 불확도

▪ 사용되어야 할 최소 양

▪ 보관 지시사항

▪ 예상되는 보관 기간에 관한 정보

▪ 표준물질의 사용 지침

▪ 특성값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과정

▪ 특성화 과정에 참여한 실험실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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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행일

▪ 인증서 발행기관의 이름과 주소

▪ 인증서 발생기관의 서명

5.1.5. 표준물질 사후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

○ 사후 안정성 모니터링의 중요성

▪ 안정성 모니터링은 표준물질이 배포(판매)되는 기간중에 계속되어야 함.

▪ 안정성 모니터링의 빈도는 분석물질과 매질의 특성에 따라 결정

▪ 표준물질의 유효기간 산출

▪ 안정성 모니터링 비용 산출

○ 고객 지원 요구사항

▪ ISO guide 34에서는 표준물질 생산기관은 표준물질 사용자들에게 고객 불만 처

리를 포함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와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함.

▪ 표준물질의 유효기간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

▪ 모든 질의사항을 수집 분석하고 저장

▪ 수집된 정보에 대한 사후조치 시행

5.2. 표준물질 개발 계획의 수립

5.2.1. 표준물질의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 ∼ 2단계 사업에 걸쳐 염분, 영양

염류, 총인, 총질소, 엽록소, 미량금속 등의 항목에 대하여 해양 매질의 표준물질

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우선

순위
구분 매질 측정항목

1 염분 해수 전기전도도

2 영양염류 해수 질산염, 인산염, 아질산염, 규산염

3 미량금속류 해양퇴적물
Ag, Al, As, Cd, Cr, Co, Cu, Fe, 

Hg, Li, Mn, Ni, Pb, Sn, Sr, V, Zn

4 미량금속류 해양생물(굴)
Ag, Al, As, Cd, Cr, Co, Cu, Fe, 

Hg, Li, Mn, Ni, Pb, Sn, Sr, V, Zn

5 총인, 총질소 해수 총인, 총질소

6 식물플랑크톤 색소
여과필터

(GF/F)
엽록소 a

표 3-1-27. 개발 대상 표준물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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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염분 표준물질의 개발계획

○ 특성값 정의

▪ conductivity ratio 확장 불확도가 1 × 10-4 이하인 해수 매질의 염분 표준물질을 

개발하되, 다양한 염분 농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SIL에서 생산하는 해수 표준물질인 IAPSO Standard Seawater는 conductivity

ratio 값을 제공하며, borosilicate bottle에 담겨 있으며, 3년간 보관이 가능함.

IAPSO SSW 는 primary standard로 고순도 KCl 용액을 사용하며, 대서양 표층

에서 채취된 해수로 제작함. PVC 재질의 5000L 탱크로 옮긴 후 수 주 간 혼합

한 후, 증류수를 첨가하여 염분을 34.995로 맞춤. 0.2um로 여과하고 UV를 조사 

후 한 뱃치당 약 8000개의 병에 담음. 최소 2개월간 보관한 후 검증 실험에 사

용함. 표준해수는 defined KCL로교정한 Autosal로 측정하며, 온도는 0.001℃까

지 측정함. 검증용 병은 130개에 1개씩 측정. Autosal은 5가지 농도의 KCl 용액

으로 검량선을 작성함. 표준해수는 염분계의 보정을 위해 염분 농도에 따라 

P-series (S=35), 38H-series (S=38), 30L-series (S=30), 10L-series (S=10) 등 네가

지가 공급됨. IAPSO SSW의 conductivity ratio 확장 불확도는 1 × 10-5 이하 

(coverage factor=2). 최근 뱃치인 P130 ∼ P144에서는 수년간 불확도 범위내에

서 offset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SSW 교정에 사용된 KCl 용액의 불확도에 있어

서 로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Bacon, 2007).

○ 시료 채취 및 이송

▪ 염분 표준물질의 제작을 위해 동해 표층수를 재료로 이용하되, 현장에서 해수를 

1차 여과하여 20 L 이상의 HDPE 병에 담아 실험실로 이송

○ 표준물질 제조 절차 

▪ 실험실로 옮겨 100 L 티타늄 멸균 용기에 넣고, 2주 이상 혼합한 후, 대용량 해

수 멸균장치로 멸균하고 청정실험실내에 설치된 자동 병입장치로 유리병에 분

배. 고무마개와 알루미늄 캡으로 막은 후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

▪ 필요한 표준물질 시료의 수, 균질성과 안정성 연구에 필요한 시료의 수, 특성화

에 필요한 시료의 수, 1회 측정에 필요한 물질의 양을 고려할 때, 100 L의 용량

은 매우 부족함. OSIL의 경우 8,000 L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시료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속 멸균장치의 개발이 필요

○ 측정방법

▪ IAPSO SSW를 사용하여 교정한 AUTOSAL을 이용하여 항온항습실내에서 염분 

측정

▪ 균질성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목표로 하는 표준물질의 불확도 수준 이상을 측정

할 수 있는 반복성과 재현성을 확보 필요

▪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각 측정시기 마다 IAPSO SSW를 이용하여 재현

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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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수명 및 보관기간

▪ IAPSO SSW은 3년의 유효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3년 이상 안정성 확보 필요

○ 균질성 시험

▪ 병입된 표준물질에 대해 최소 10 ∼ 3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균질성 여부 확인.

○ 안정성 시험

▪ 안정성 시험은 운송에 따른 단기 안정성과 보관에 따른 장기 안정성 시험을 실

시. 단기 안정성은 운송중 온도의 영향을 규명할 수 있도록 포장 및 운송의 양

상에 따라 -50 ∼ 70℃까지 변화시키면서 수행. 안정성 시험 시에는 각각의 시

점에서 복수의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

▪ 단기 안정성 시험은 1 ∼ 2개월 정도로 시행하되 최적의 보관 조건을 결정 필

요. 단기 안정성 시험은 2주 동안 3 ∼ 5개의 시점을 사용하며, 각 시점에 대하

여 각 온도 당 6 ∼ 10개의 표준물질을 측정

▪ 장기 안정성 시험은 최적의 보관 조건하에서 표준물질의 불안정성에 따른 불확

도를 측정. 장기 안정성 시험은 24 ∼ 36개월 동안 실시하되, 5개 내지 6개의 시

점에 대하여 각 온도 당 적어도 10 ∼ 12개의 표준물질 측정

○ 특성화 방법

▪ 특성화에 사용한 측정 절차는 “공인된 기준”에 대하여 국제단위계(SI)로 소급성

이 있어야 함. 염분 측정은 다중방법에 의한 특성화가 불가능하므로 KCl에 소급

한 단일 방법에 의한 특성화를 해야 함. 필요에 따라 여러 곳의 시험소에서 측

정을 하여 특성화할 수도 있음.

5.2.3.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개발계획

○ 특성값 정의

▪ 해수 매질의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경우, MOOS-2 수준의 확장 불확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농도 범위는 궁극적으로 MOOS-2나 Kanso RM보다 낮은 

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실험실에서의 분석기술의 한계 때문에 초기에

는 기존 표준물질과 유사한 높은 농도 범위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낮은 농도

의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MOOS-2의 확장불확도(단위: micromole/liter) 예시

orthophosphate 1.58 ± 0.10

silicate 28.8 ± 1.0

nitrite 3.31 ± 0.18

nitrite and nitrate 24.9 ± 1.0

▪ NRC에서 제공하는 MOOS-2의 경우, 1996년 7월 24일 카나다의 Cape Breton

Island 부근의 200 m 수심에서 22개의 10 L 니스킨 샘플러가 장착된 로젯으로 

해수를 채취했으며, 연동펌프를 이용하여 0.05 ㎛ 카트리지 필터를 통과시켜 5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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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y에 담아 냉장 보관했음. MOOS-2는 12년이 경과한 2008년 5월 균질하게 

혼합한 후 병에 담았으며, 2010년 11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음. MOOS-1의 경우 

단기 안정성 시험과 12년간의 장기 안정성 시험에서 특성값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시료 채취 및 이송 

▪ 영양염류 표준물질은 해수는 동해 표층수와 심층수를 재료로 이용하되, 현장에

서 해수를 0.05 ㎛ 카트리지 필터로 1차 여과하여 50 L HDPE 병에 담아 실험

실로 옮기고, 표층수와 심층수를 혼합하여 적절한 농도로 조정

▪ 표준물질로 직접 검량선을 작성할 수 있도록 5개 이상의 농도를 제작

○ 표준물질 제조 절차 

▪ 실험실로 옮겨진 해수는 적절한 농도로 혼합 후 100 L 티타늄 멸균 용기에 넣

고, 2주 이상 혼합한 후, 대용량 해수 멸균장치로 멸균하고 청정실험실내에 설

치된 자동 병입장치로 HDPE 또는 PP병에 분배. 뚜껑을 닫아 알루미늄 진공 포

장하여 보관

▪ 필요한 표준물질 시료의 수, 균질성과 안정성 연구에 필요한 시료의 수, 특성화

에 필요한 시료의 수, 1회 측정에 필요한 물질의 양을 고려할 때, 20 mL 이하로 

포장할 경우, 100 L의 용량으로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 가능

○ 측정방법

▪ Quattro Autoanalyzer를 사용하여 영양염류 5종을 분석

▪ 균질성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목표로 하는 표준물질의 불확도 수준 이상을 측정

할 수 있는 반복성과 재현성을 확보

▪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각 측정시기 마다 MOOS-2나 Kanso Techno의 표

준물질을 이용하여 재현성과 정확도에 대한 근거를 확보

○ 요구 수명 및 보관기간

▪ Kanso Techno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안정성을 시험했음. 숙련도 시험 기간을 

고려할 때에는 1년 정도의 안정성 목표로 충분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함.

○ 균질성 시험

▪ 병입된 표준물질에 대해 최소 10 ∼ 3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균질성 여부 확인

○ 안정성 시험

▪ 안정성 시험은 운송에 따른 단기 안정성과 보관에 따른 장기 안정성 시험을 실

시해야 함. 단기 안정성은 운송 중 온도의 영향을 규명할 수 있도록 포장 및 운

송의 양상에 따라 -50 ∼ 70℃까지 변화시키면서 수행. 안정성 시험 시에는 각

각의 시점에서 복수의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

▪ 단기 안정성 시험은 1 ∼ 2개월 정도로 시행하되 최적의 보관 조건을 결정. 단

기 안정성 시험은 2주 동안 3 ∼ 5개의 시점을 사용하며, 각 시점에 대하여 각 

온도당 6 ∼ 10개의 표준물질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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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안정성 시험은 최적의 보관 조건하에서 표준물질의 불안정성에 따른 불확

도를 측정. 장기 안정성 시험은 24 ∼ 36개월 동안 실시하되, 5개 내지 6개의 시

점에 대하여 각 온도당 적어도 10 ∼ 12개의 표준물질 측정

○ 특성화 방법

▪ 여러 곳의 시험소에 측정을 의뢰하여 특성화하는 방법을 사용.

▪ 매질 표준물질의 경우에는 단일 방법에 의해 단일 시험소에서 인증할 경우, 매

질의 영향이나 간섭이 누락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서로 다른 그룹에 의해 수행된 독립된 방법으로부터 적어도 두 개 이상

의 독립적인 결과가 필요함.

5.2.4. 미량금속 표준물질의 개발계획

○ 특성값 정의 

▪ 해양퇴적물 매질의 미량금속 표준물질을 개발하되, Ag, Al, As, Cd, Cr, Co,

Cu, Fe, Hg, Li, Mn, Ni, Pb, Sn, Sr, V, Zn 등 17개 항목에 대한 특성값을 부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퇴적물 매질의 미량금속 표준물질인 NRC의 MESS-3의 경우 20개 미량금속

에 대한 특성값을 포함하고 있음. MESS-3는 Beaufort Sea에서 채취되었으며, 냉

동건조 후 125 ㎛ 체에 거른 후 혼합하여 병입되었음. 병입 후 생물활동을 정지

시키기 위해 25 kGy 감마선에 조사되었음. 각 병은 수은 증기의 침투를 막기 

위해 3중 포일 주머니에 포장되었음.

○ 시료 채취 및 이송 

▪ 해양퇴적물은 기존 문헌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농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다수의 지점에서 퇴적물을 채취하되, 오염 또는 지질학적 특성에 의해 특정 미

량금속의 농도가 다른 금속의 농도보다 현저하게 높지 않은 지점을 선정.

▪ 채취된 퇴적물을 사전에 산으로 세척된 비닐 봉투에 담아 실험실로 옮긴 후, 냉

동보관.

○ 표준물질 제조 절차

▪ 퇴적물을 대형 냉동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입도를 선별한 후 충분히 혼합시켜 병입

▪ 필요한 표준물질 시료의 수, 균질성과 안정성 연구에 필요한 시료의 수, 특성화

에 필요한 시료의 수, 1회 측정에 필요한 물질의 양을 고려할 때, 50 ∼ 100 g

단위로 포장할 경우, 한 뱃치당 수백 kg의 용량을 제작해야 함.

○ 측정방법

▪ AAS, AFS, ICP-MS, ICP-AES, XRF 등의 방법을 사용

○ 균질성 시험

▪ 17개 항목에 대하여 병입된 표준물질에 병내 균질도와 병간 균질도를 측정. 최

소 10 ∼ 3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균질성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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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시험

▪ 안정성 시험은 운송에 따른 단기 안정성과 보관에 따른 장기 안정성 시험을 실

시. 단기 안정성은 운송중 온도의 영향을 규명할 수 있도록 포장 및 운송의 양

상에 따라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수행. 안정성 시험 시에는 각각의 시점에서 복

수의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

▪ 단기 안정성 시험은 1 ∼ 2개월 정도로 시행하되 최적의 보관 조건을 결정. 단

기 안정성 시험은 2주 동안 3 ∼ 5개의 시점을 사용하며, 각 시점에 대하여 각 

온도당 6 ∼ 10개의 표준물질을 측정

▪ 장기 안정성 시험은 최적의 보관 조건하에서 표준물질의 불안정성에 따른 불확

도를 측정 장기 안정성 시험은 24 ∼ 36개월 동안 실시하되, 5개 내지 6개의 시

점에 대하여 각 온도당 적어도 10 ∼ 12개의 표준물질 측정 

○ 특성화 방법

▪ 미량금속 분석 능력이 입증된 전 세계 여러 곳의 시험소에 측정을 의뢰하여 특

성화하는 방법을 사용.

5.3. 균질성 시험과 안정성 시험에 관한 프로토콜

5.3.1. 표준물질의 균질성 시험 방법

○ 표준물질에 대한 균질성 시험의 이론적 근거

▪ 표준물질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혼합된 후 각각의 병에 넣어지게 되지만, 아

무리 잘 혼합된다고 하더라도 배포를 위해 각각의 병에 나눠담게 되므로 완벽

한 균질성을 보장할 수 없음. 각각의 병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매우 미미할지라

도, 충분히 균질한지는 무작위로 선택된 일련의 표준물질을 분석하여 통계적으

로 입증해야 함. “충분히 균질한가?”의 의미는 병입된 표준물질이 의도했던 대

로 사용되었을 때, 그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성분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균질성 시험은 배포되는 최종 단위(unit)인 병간에 존재하는 성분의 차이(sample

standard deviation σsam)가 표준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측정에 

의해 발생하는 변화에 비해 무시할만한지를 입증해야 함.

▪ 실험실간 상호비교를 통한 숙련도 시험에서 나타나는 표준편차가 목표 표준편차

(target standard deviation, σp)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값을 기준 값으

로 정하는 것이 당연함. ISO/IUPAC/AOCA는 Harmonised Protocol for

Proficiency Testing에서 estimated sample standard deviation ssam은 목표 표준

편차 σp의 30% 이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즉, ssam/σp < 0.3 의 조건이 되

면 충분하게 균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한계 내에서는 z-score의 표준

편차가 5% 이하의 불균질성에 의해서 커지게 됨.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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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core는 실험실의 분석능력에 있어서의 변이뿐만 아니라 표준물질에 의한 변

이를 반영하게 됨. 숙련도 시험이나 상호비교 시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입장

에서는 배포된 표준물질이 병간에 충분히 균질하여 유사하다는 것이 보장되어

야 함.

▪ Harmonised Protocol에서는 제작된 표준물질이 병입 되고 배포되는 상태까지 

최종 포장된 상태에서 최소 1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시험을 위하여 선택된 표준물질은 각각 반복(duplicate) 분석되

어야 하며, 각 병은  정밀도가 확보된 방법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순서 없이 분

석되어야 함. 분석 결과는 체계적인 오차나 검출한계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징후가 없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는 자료는 폐기되어야 하며, 재분석되어야 함.

▪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일원 변량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함. ANOVA

는 두 집단 이상을 동시에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F 검증이라고도 하는데,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사용됨.

▪ 충분히 균질하다는 것이 합당한 전제이고, 시험을 위한 비용이 비싸다고 가정할 

때, 유형 1 오류(Type 1 error,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그것을 기각하는 확률)에 

의해 만족할 만한 표준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폐기하게 되는 것을 피하

는 것은 당연함. Harmonised Protocol에 따를 경우 제작된 표준물질의 폐기율을 

높일 가능성이 큼.

○ 균질성 시험에 요구되는 분석 정밀도

▪ 균질성 시험에 사용된 분석방법이 충분히 정밀하다면, ssam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분석방법의 정밀도가 낮다면 시료의 균질성을 규명할 수 

없음. 분석 방법 자체의 변이가 크면 시료간의 변이(variance)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험방법이 그러한 시료의 변이를 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

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Fearn and Thompson, 2001). 1993년 발

간된 Harmonised Protocol에서는 분석방법에서 발생하는 변이에 관한 어떠한 

한계를 정해 놓지 않았으나, 2006년 개정된 Harmonised Protocol에서는 분석의 

재현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때, 분석방법의 정밀도는 san/σp < 0.5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제안됨.

○ 균질성 시험 과정

▪ 벌크(bulk) 상태의 표준물질을 최대한 균질하게 혼합

▪ 개별 병에 표준물질을 병입

▪ 무작위로 최소 10개 이상의 병을 추출

▪ 각 병의 내용물을 균질하게 섞은 후 2개 이상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

▪ 충분하게 정밀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시험용 시료를 무작위 순서로 분석

▪ Analytical Variance, Sampling Variance, Target Standard Deviation, Critical

Value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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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ing Variance < Critical Value 일 때 충분하게 균질하다고 판정

○ 균질성 시험 결과의 계산과정

▪ 균질성 시험결과의 수동 검증

▪ outlier에 대한 Cochran 테스트 시행

▪ Analytical Variance 계산

▪ Between Sample Variance 계산

▪ Sampling Variance 계산

▪ Target Standard Deviation 결정

▪ Acceptable Between Sample Variance 계산

▪ Critical Value 계산

▪ 균질성 최종 결정

5.3.2. 표준물질의 안정성 시험 방법

○ 단기 안정성 시험 방법

▪ 표준물질의 안정성 시험은 운송에 따른 단기 안정성과 표준물질 보관에 따른 장

기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야 함. 단기 안정성은 표준물질을 운송하는 도중 외부

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행됨. 표준물질의 성분 변화는 

온도 변화로 인한 분해나 변질, 미생물 활동, 빛에 의한 분해 등 여러 가지 요

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경우, 단기 안정성 

시험을 설계할 때에는 표준물질이 멸균되었으므로 미생물활동에 의한 변화는 

무시할 만 하다고 가정하고 냉장(4℃)과 상온(22℃)에서 보관하면서 시험함. 이

와 병행하여, 멸균되지 않은 표준물질을 냉장(4℃)에서 보관하면서 멸균된 표준

물질과 비교하여 농도변화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퇴적물이나 생

물 중 미량금속 분석용 표준물질 역시 냉장(4℃)과 상온(22℃)에서 보관하면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야 함.

▪ 단기 안정성 시험은 15일, 1개월, 3개월 등 보관 기간에 따라 평가됨. 각 온도와 

시간에 대해 각각 3개 이상의 독립적인 시료가 분석되어야 함. 단기 안정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는 상온에서 보관한 후 분석한 값의 평균(XT)을 변질 우려

가 없는 온도에서 보관한 표준물질을 일정기간 후에 분석한 값의 평균(Xs)으로 

나눈 비율인 RT 값이 사용됨.

RT = XT/Xs

▪ RT은 각 보관 기간에 대해 계산되어야 함. 일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RT

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 평균값은 분석 당일에 얻어진 것을 사용해야 함.

안정성이 매우 좋아서 표준물질의 성분 농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RT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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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어야 하나, 측정 불확도 때문에 시간에 따른 측정값에 변화가 있을 수밖

에 없음. 불확도(UT)는 각 온도에서의 분산계수(CV)를 계산. 만약 RT ± UT 범위

내에 1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UT= (CVT
2 + CV4℃

2) * RT

○ 장기 안정성 시험 방법

▪ 의약 분야에서는 의약품의 안정성 시험을 위해 안정성 자료의 평가(ICH Q1E

Evaluation of stability data) 지침을 제시하였음(ICH, 2003). 신규 의약품의 경

우 등록 신청서류에 유효기간을 제시하기 위해 ICH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원칙

에 따라야 하는데, 실온 또는 그 이하에서 보관하는 약효 성분 및 의약품의 재

시험기간과 유효기간 설정 시에 사용. 인증표준물질의 경우에도 품질관리과정이 

의약품 기준과 동일하므로 이 지침을 참고하여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함.

▪ ICH 안정성 시험 지침에서는 유사 환경에서 제조 및 포장될 모든 뱃치에 적용

될 보관 조건 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외삽(extrapolation)법을 사용하

는데 있어서, 미래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기 위해 기지의 자료를 활용하

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가속 조건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장기 시험기간을 벗어나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안정성 자료의 외삽이 

적절한지 여부는 관련 자료의 존재와 수학 모델의 적합도, 변화 패턴에 관한 지

식의 정도에 따라 결정됨. 출하 허용기준에 근접한 시험결과를 근거로 출하 승

인되는 미래의 뱃치에 대해서도 확대 산정한 유효기간이 유효할 수 있도록 외

삽을 실시함. 안정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외삽은 장기 안정성 시험기간이 지나도 

동일한 변화 패턴이 계속 진행되리라는 가정을 토대로 함. 외삽을 고려할 때에

는 장기 자료에 맞추어 회귀선 또는 곡선을 추정할 때, 자료 자체가 가정된 변

화 패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가정된 회

귀선 또는 곡선에 대비하여 데이터 적합도를 검정 가능함.

▪ 가속 조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은 장기 자료 및 가

속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① 변동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시간 경

과에 따라 변화가 없는 장기 자료 및 가속 자료가 있을 경우, ② 변동성 및 시

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장기 자료나 가속 자료가 있을 경우, ③ 가속 

조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④ 중간 조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경우, ⑤ 중간조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안정성 시험 결과를 평가하는 통계 분석방법은 회귀 분석법이 사용되는데, 정량

적 특성 항목의 안정성 자료 평가와 유효기간 설정에 사용됨. 유효기간 추정을 

위하여 평균의 95% 신뢰구간이 예정 허용기준과 교차하는 가장 이른 시점을 파

악하는 방식으로 분석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분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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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단측 95% 신뢰구간을 허용기준과 비교함. 만약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 상한 단측 95% 신뢰구간을 사용하고,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

성이 있으면 양측 95% 신뢰구간을 계산하고 상하한 허용기준과 비교함.

5.4. 표준물질의 제작 및 검증

5.4.1. 염분

○ 염분 표준물질 시작품 제작

▪ 염분 표준물질 제조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4종류의 염분 표준물질이 제

조되었음. 2종류는 동해에서 채취한 염분 34의 해수를 원료로 하였으며, 2종류

는 시화호에서 염분 28 정도의 해수를 사용하였음.

▪ 4종류의 표준물질이 생산되는 동안 멸균용기의 부식 및 녹 발생 등의 문제로 멸

균용기의 재질을 SUS316에서 SUS316 테플론 코팅, 티타늄으로 변경하였음.

RM 일련번호 염분값 제 조 일 생산수량 채수장소

RM STA-000 34.062 2012.4.20 140개 동해

RM SAA-000 34.047 2012.9.21 144개 동해

RM SAB-000 27.892 2012.10.24 240개 시화호

RM SAC-000 28.672 2012.11.20 300개 시화호

표 3-1-28. 제조된 염분 표준물질

○ 염분 표준물질의 균질성 시험

▪ 제조된 염분 표준물질의 균질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10 ∼ 12개의 표본

을 선택하여 AUTOSAL 염분계로 측정하였음. AUTOSAL은 시료 주입 후 6차례 

반복측정을 하도록 세팅하여 첫 번째와 여섯 번째의 측정값을 반복 측정값으로 

사용하였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시료 내 분산과 시료 내 분산을 구하고, 분산

분석(F-test)을 실시하여 검정하였음. Cochran Test를 거쳐 outlier를 검사하였으

나, 95% 신뢰구간에 outlier는 존재하지 않았음.

▪ F 검정 결과 4가지 염분 표준물질은 기준값(critical value) 보다 훨씬 작으므로 

충분히 균질(sufficiently homogeneous)하다고 볼 수 있음.

○ 염분 표준물질의 안정성 시험

▪ 제조된 염분 표준물질의 안정성 시험은 2012년 4월에 제조된 STA와 2011년 12

월에 제조된 SAC 두 가지에 대해서 수행되었음. STA는 4개월간 상온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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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분석했으며, SAC는 2개월간 상온에 보관 후 분석했음. 제조된 표준물질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t-test를 통해 양측검정을 수행한 결과, STA는 검

정통계량 값이 5.4로서 임계값 2.1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이 기

각됨 따라서 STA는 염분 값이 단기간 동안 안정하다고 볼 수 없음. STA는 스

테인레스 멸균용기 내부에서 녹이 발생하였고, 여과를 하지 않고 병입 했기 때

문에 시료 내에 부유물질이 육안으로 관찰되었음. 4개월경과 후 염분 평균값이 

0.002 상승하였음.

▪ 해수 멸균용기를 수차례에 걸쳐 개선하여 티타늄 용기로 제작한 후에 제작된 

SAC는  시화호에서 채취된 해수를 이용하여 300개가 제조되었으며, 2개월간 두 

가지 온도별 단기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하였음. SAC의 경우 t-test를 수행한 결

과, 검정통계량 값이 0.4로서 임계값 2.1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

설을 기각할 수 없음. 따라서 SAC는 염분 값이 단기간 동안의 안정성이 입증되

었음. 그러나 보관 온도를 45℃로 높였을 경우, 안정성이 떨어졌으므로 가속 시

험시의 염분 상승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필요함.

구  분 RM STA RM SAA RM SAB RM SAC

평균 34.062 34.047 27.892 28.672

균질성 시험 시료수 10 12 12 12

Cochran test value 0.189 0.286 0.333 0.346

Outlier 95% CL 0.602 0.541 0.541 0.541

Analytical variance 0.00000004 0.00000001 0.000000005 0.00000001

Between sample variance 0.00000192 0.00000007 0.00000012 0.00000083

Sampling variance 0.00000046 0.00000001 0.00000003 0.0000002

Target standard deviation 1.131 1.131 0.954 0.977

Acceptable between sample

variance
0.115 0.115 0.0820 0.086

Critical value for F-test 0.216 0.206 0.147 0.154

Test result
sufficiently

homogeneous

sufficiently

homogeneous

sufficiently

homogeneous

sufficiently

homogeneous

표 3-1-29. 제조된 염분 표준물질의 균질성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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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번호 RM STA RM SAC

측정시기 3주 후 4개월 후 3주 후 2개월 후

평균 34.062 34.064 28.672 28.672

안정성 시험 시료수 10 10 10 10

보관온도 상온 상온 상온 상온

t 통계량 5.4 0.4

t 기각치 양측검정 (p=0.05) 2.1 2.1

검정결과 안정성 없음 안정성 있음

표 3-1-30. 제조된 염분 표준물질의 단기 안정성 시험 결과

그림 3-1-45. 염분 표준물질 STA의 단기 안정성 시험결과

그림 3-1-46. 염분 표준물질 SAC의 단기 안정성 시험결과

5.4.2. 영양염류

○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시작품 제작

▪ 영양염류 표준물질 제조시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3종류의 해수 매질 표준

물질이 제조되었음. 한 종류는 동해에서 채취한 염분 34의 해수를 원료로 하였

으며, 두 종류는 시화호에서 기수역의 해수를 사용하였음. 3종류의 표준물질이 

생산되는 동안 멸균용기의 부식 및 녹 발생 등의 문제로 멸균용기의 재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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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316에서 SUS316 테플론 코팅, 티타늄으로 변경하였음. 표준물질의 균질성과 

안정성은 청정실험실의 대기 환경, 작업자 숙련정도, 감마선을 이용한 표준물질 

용기 멸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았음.

RM 일련번호 항목 제 조 일 생산수량 채수장소

RM NAA-0000
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2012년 7월 12일 1,900개 해수 (동해)

RM NAB-0000
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2012년 10월 5일 3,000개 하구 해수 (시화호)

RM NAC-0000
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2012년 10월 12일 1,460개 하구 해수 (시화호)

표 3-1-31. 제조된 영양염류 표준물질

구분
RM NAA

Nitrite Nitrite+Nitrate Silicate Phosphate

평균 1.00 10.8 10.3 0.80

균질성 시험 시료수 10 10 10 10

Cochran test value 0.275 0.144 0.792 0.281

Outlier 95% CL 0.602 0.602 0.602 0.602

Analytical variance 0.00003 0.00518 0.00129 0.00006

Between sample variance 0.0002 0.0171 0.0031 0.0002

Sampling variance 0.00004 0.00169 0.00014 0.00002

Target standard deviation 0.04 1.14 1.0997 0.1251

Acceptable between sample 

variance
0.00014 0.117 0.00014 0.0014

Critical value for F-test 0.0039 0.226 0.2059 0.00002

Test result
sufficiently

homogeneous

sufficiently

homogeneous

sufficiently

homogeneous

sufficiently

homogeneous

표 3-1-32. 제조된 영양염류 표준물질 NAA의 균질성 시험 결과

○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균질성 시험

▪ 제조된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균질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NAA 표준물질 중 무작

위로 10개의 표본을 선택하여 Quattro 자동분석기로 2회 반복 측정하였음.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시료 내 분산을 구하고, 분산분석(F-test)을 실시하여 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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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Cochran Test를 거쳐 outlier를 검사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 규산염 자료

에서 1개의 outlier가 발견되었음.

▪ 4가지 성분별로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검정통계량이 4가지 성분 모두 기준 값

(critical value) 보다 작으므로 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충분히 균질(sufficiently

homogeneous)하다고 볼 수 있음. 멸균용기 내에서 충분히 혼합시켰기 때문에 

현재의 제조 시스템에서도 영양염류와 염분 표준물질 모두 제조된 직후에는 충

분히 균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단기 안정성 시험

▪ 제조된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안정성 시험은 2012년 7월에 제조된 NAA, 2012년 

10월에 제작된 NAB, NAC에 대하여 수행되었음. NAA는 제작 직후인 다음날 

38개의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했으며, 병입 후 1개월과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38개씩 분석하여 안정성 시험을 실시했음.

그림 3-1-47. 제조된 영양염류 표준물질 NAC의 균질성 시험(1주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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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물질 번호 NAA

분석항목 Nitrite Nitrite+Nitrate Silicate Phosphate

평균의 편차 0.06 μmol/L 1.13 μmol/L 0.05 μmol/L 0.14 μmol/L

안정성 시험 시료수 각 10개 각 10개 각 10개 각 10개

보관온도 상온 상온 상온 상온

t 통계량 20.2 14.2 4.9 8.1

t 기각치 양측검정 (p=0.05) 2.0 2.0 2.0 2.0

검정결과 안정성 없음

표 3-1-33. 제조된 영양염류 표준물질의 단기 안정성 시험 결과(1개월 후)

▪ 제조된 NAA, NAB, NAC 모두 t 검정 결과, 보관 기간 후에도 평균이 동일하다

는 가설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단기 안정성 시험 결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됨.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낮은 농도범위, 해수 멸균, 표준물질을 담

는 병의 멸균과 누수, 분석의 재현성, 청정실험실내에서 병입 시의 미생물 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준물질 제조 환경을 검증한 

결과, 청정실 내부의 가구 및 플라스틱 통으로부터 암모니아의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표준물질의 혼합과 Headspace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멸균 

용기내로 주입한 알곤 가스(99.9999%)에도 미량의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이 발견되었음.

▪ 제조한 영양염류 표준물질 중 초기 병입한 시료에서 4개월경과 후 미생물이 발

견되어, 병입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됨. 미생물의 작용에 의

한 영향을 적게 받는 규산염의 경우 변동 폭이 다른 영양염류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작용이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추정됨.

▪ 멸균 후 병입 과정에서 라인이나 여과장치, 대기 등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최

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실험실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으

며, 저농도의 영양염류 표준물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재현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히 필요함.

▪ 알루미늄 진공포장을 하여 보관 중이던 표준물질 중 일부에서 누수가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영양염류 표준물질 병으로 사용되는 20 mL HDPE 병

의 뚜껑이 금형의 종류에 따라 완벽하게 병을 밀봉하지 못하여, 진공 포장 시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진공 포장 팩 내부로 새어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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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를 재검토하여 

다음 제작 시부터 용기를 변경하기로 하였음.

▪ 낮은 농도를 갖는 영양염류 표준물질에 대한 균질성과 단기 안정성 시험 결과,

분석 장치의 재현성과 검출한계가 표준물질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

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대기를 통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남. 또한 미생물 오염의 원

인을 규명하고, 증류수 대신 캐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 저농도 영양염 해수(Low

nutrient sea water)의 제작을 통해 매질 영향을 보정해야 함.

5.4.3. 중금속

○ 퇴적물 및 해양생물 미량금속 표준물질 제작을 위한 시료 준비

▪ 퇴적물 및 해양생물 미량금속 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 해양

환경연구소(IAEA/MEL)과 공동 연구 추진. 2012년에는 퇴적물 미량금속 표준물

질을 제작하고 2013년에 굴 생체 표준물질을 제작하기로 함. 시화호 내측 및 외

측, 마산만, 울산만 등 국내 4곳의 오염된 하구지역에서 대량으로 퇴적물을 채

취하여 사전 스크리닝 분석을 실시했으며, 퇴적물 시료를 혼합하여 대형 동결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후, 모나코로 배송함. 퇴적물 시료는 입도를 선별하고 시

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균질성 시험을 실시하였음.

 

그림 3-1-48. 해양퇴적물 시료 채취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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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미량금속 분석용 표준물질 제작을 위한 해양퇴적물 시료 채취  

그림 3-1-50. 해양퇴적물 동결건조 및 혼합 

○ 퇴적물 및 해양생물 미량금속 표준물질 제작을 위한 시료 준비

▪ 혼합된 퇴적물에 대하여 Ag, Al, As, Cd, Cr, Co, Cu, Fe, Hg, Li, Mn, Ni, Pb,

Sn, Sr, V, Zn 등 17개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병 내부 균질도와 병간 균질도를 

추정하여 분산(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균질성이 확보되었음이 확인됨.

▪ 농도의 인증을 위하여 16개국 25개 기관에 배포하여 분석을 의뢰하였음. 25개 

기관은 그동안 국제 상호비교 숙련도 시험에서 우수한 분석능력을 가진 것으로 

입증된 실험실로서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11가지 방법이었으며, 6회 반복 분석

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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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퇴적물 표준물질의 입도(좌) 및 25개 실험실에서 

미량금속 분석에 사용된 방법(우)

그림 3-1-52. 퇴적물 표준물질의 구리 농도에 대한 실험실간 비교 

▪ 개발된 총 2종(SH-04, SH-14)의 퇴적물 표준물질을 활용하여 2013년 초에 미량

금속을 분석하는 국내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 배포하여 숙련도 시험 실시

할 계획임.

- 원내 5개 실험실, 외부 12개 기관 (대학 4, 연구소 4, 기업 4)

- 퇴적물 인증표준물질(CRM) 배포: 2013. 2. 20 까지

- 기관별 분석결과 회수: 2013. 3. 31 까지

- 숙련도 시험결과 분석 및 통보: 2013. 4. 1 ～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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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생물 표준물질 제작을 위한 시료 준비

▪ 국제원자력기구 해양환경연구소(IAEA/MEL)와 공동으로 국내 해양생물 미량금

속 표준물질 1종 제조 계획 수립.

▪ 표준물질 대상 생물을 검토한 결과 굴로 선정하고, 2012년 11월 통영 연안에서 

시료를 채취했음. 채취된 굴 시료는 동결건조 후 2012년 12월 IAEA로 발송되었음.

▪ IAEA에서는 2013년 상반기 중 표준물질 균질화와 병입을 완료하고 균질성 시험 

후 전 세계 분석기관에 배포하여 인증할 예정임. 해양생물 표준물질을 이용한 

국내 숙련도 시험은 2014년 초에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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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호비교실험의 시행

1. 영양염 상호비교실험

1.1. 개요

○ 해양 연구는 바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해

양 연구를 위한 관측은 이러한 시료채취를 시작으로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의 전

처리와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짐(그림 3-2-1).

그림 3-2-1. 해양관측 및 분석의 과정

○ 영양염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바다에서 채수기를 바다 속으로 내려 채수하는 단

계 (Sampling), 채수기로부터 시료병에 시료를 옮겨 담는 단계(Sub-sampling), 경

우에 따라 여과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료병에 Toxin을 넣거나 변질을 막기 위

해 얼려 보관하는 과정 (Pre-treatment), 선상 혹은 육상의 실험실에서 이를 분석

하는 과정 (Analysis)을 거쳐 영양염의 자료가 생산됨.

○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모두에서 관측 자료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그림 3-2-2). 예를 들면, 시료를 채취할 당시의 해황, 시료병의 상태, 전처리 

방법의 적절성, 시료의 보관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해양 관측 자료의 품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 주의를 기울여야하지만, 특히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단계의 주의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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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해양 관측에 있어서 단계별 관측 품질 저해 요인

○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분석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호 비교 실험이며, 숙련도 평가(Proficiency Test)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균질성

(homogeneity)이 보장된 시료를 여러 연구자들이 분석하여 서로 그 자료를 비교함

으로써 각자의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임으로써 분석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해양에서 생명 현상에 필수적인 질소, 인, 규소 등의 염류를 총칭하는 영양염은 해

양의 일차 생산량을 좌우하는 제한 요인임. 해수 중 영양염의 분포는 해역, 계절,

깊이 등에 따라서 다르고, 해양현상을 관측 및 연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

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해수분석을 통한 영양염의 관측은 해양관측에서  필수

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실험실 마다 각기 다른 분석환경과 분석방법으로 영양염을 분석하기 때문

에, 다양한 실험실에서 나오는 분석 자료를 직접 비교하기위해서는 각 실험실 간

의 분석의 결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각 실험

실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또한 타 실험실과의 분석결과를 비

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영양염 분석 상호비교실험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해양 관측 자료의 품질 관리 

중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석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해수 중 영

얌염을 분석하는 원내․외 실험실을 대상으로 균질성과 안정성(stability)이 보장된 

기준물질(Reference Material)을 이용하여 상호비교실험을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하

였음.

○ 이번의 상호비교실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관측 표준화 확립 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비교실험을 통해 해양 관측 자료의 품질

관리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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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시료

1.2.1. 영양염 분석 실험의 분석시료 준비 및 상호비교실험의 일정 

○ 분석 기준 물질 : 균질성 및 안정성이 확인된 멸균된 해수시료 3종 (Bottle 130, 131,

132)

○ 해수시료의 준비 : 본 상호비교실험에서 보다 객관적인 분석결과의 비교를 위해 

안정성과 균질성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준물질 (Reference Material)인 일본 

KANSO Techno사의 RMNS (Reference Material for Nutrients in Seawater)를 이용

하였음.

○ 분석 단위 : μmol L-1

○ 대상 실험실 : 해양과기원내 8개 및 외부기관 4개 실험실 (총 12개)

○ 분석 기준물질 배포 기간 : 2010년 11월 18일 ~ 11월 19일

○ 상호비교실험 기간 : 2010년 11월 19일 ~ 2011년 1월 25일 

○ 분석방법 설문조사 기간 : 2010년 12월 20일 ~ 2011년 1월 26일

1.2.2 분석항목 

○ 질산염(Nitrate, NO3
-), 아질산염(Nitrite, NO2

-), 인산염(Phosphate, PO4
3-), 규산염(Silicate,

SiO2)등 총 4개 항목 (실험실에 따라 질산염과 아질산염의 합을 보고하기도 함).

1.2.3 상호비교실험의 진행방법

○ 영양염 농도가 각기 다른 3종의 기준물질(Bottle 130, 131, 132)을 1 세트로 포장

○ 플라스틱 병에 담긴 기준물질을 알루미늄 백에 진공 포장하여 배포

○ 기준물질은 완전히 멸균된 상태로 알루미늄 백을 이용한 진공 포장한 경우 얼리지 않

고 실온에서 변질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냉장 혹은 냉동 보관되지 않은 

실온 상태로 배포(그림 3-2-3).

○ 포장한 영양염 분석 상호비교실험의 분석기준물질을 2010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총 12개의 원내․외 실험실에 각 1 세트씩 우편 혹은 직접 전달 

○ 영양염 분석결과입력 엑셀파일(부록Ⅳ)을 이메일로 배포

○ 영양염 분석 시 5회 이상 반복 분석 후 상기 엑셀파일에 작성 요청

○ 최초분석기한은 12월 10일로 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분석이 불가능한 실험실이 

있어 최종분석기한은 1월 25일까지로 함.

○ 12개의 분석시료 세트를 배포하고, 총 10개의 실험실에서 분석결과를 회신

○ 분석 결과 회신 후, 각 실험실에서 영양염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

○ 설문조사기간은 최초 2011년 1월 20일로 공지하였으나, 1월 26일까지 설문조사진행

○ 영양염분석 상호비교실험 대상 실험실에 설문조사파일을 배포

○ 설문조사결과는 12개 실험실 중 총 6개에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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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분석결과 및 설문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각 실험실의 분석결과를 비교 및 정리

그림 3-2-3. 영양염 분석 상호비교실험을 위한 3종의 기준물질 포장 상태 

및 시료 배포 준비과정

1.2.4 시료의 균질성 및 안정성

○ 30개의 멸균해수시료를 대상으로 균질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 각 영양염의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균질성 시험 결과를 표 3-2-1에 정리하였음.

n=30
질산염

(NO3
--N)

아질산염

(NO2
--N)

인산염

(PO4
3-)

규산염

(SiO2)

Bottle 130 ±0.04 ±0.00 ±0.00 ±0.14

Bottle 131 ±0.06 ±0.00 ±0.01 ±0.53

Bottle 132 ±0.07 ±0.00 ±0.01 ±0.47

표 3-2-1. 30개의 RM시료에 대한 균질성 시험 결과

○ 본 비교 실험에 사용된 기준 물질의 5년간의 안정성은 질산염 최대 1.17%, 인산염 

최대 1.04%, 규산염 최대 0.62%로 이를 각 기준물질에 대한 농도로 환산하여 표 

3-2-2에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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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질산염

(NO3
--N)

인산염

(PO4
3-)

규산염

(SiO2)

Bottle 130 < 0.06 < 0.005 < 0.19

Bottle 131 < 0.35 < 0.023 < 0.40

Bottle 132 < 0.43 < 0.028 < 0.63

표 3-2-2. 5년간의 안정성 시험결과

1.3. 참가 실험실 및 응답 실험실

○ 상호비교실험 결과는 실험실명을 명기하지 않으며, 실험실번호 (Lab ID)로 표시하

여 분석 당사자만이 결과를 확인가능하게 하였고 금번 상호 비교실험을 위해 기

준 시료를 배포한 실험실을 표 3-2-3에 정리하였음.

기관명 실험실 책임자 분석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김동선 김경희

남해특성연구부 장풍국

남해특성연구부 임동일 정도현

심해해저자원연구부 손승규 김미진

특정해역보전관리연구센터 정창수 최기영

해양심층수연구센터 문덕수

해양환경방제연구부 김경태

극지연구소 김영남

농어촌연구원 환경시험분석센터 이복자

서울대학교 해양생지화학실험실 김규범 김태훈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최옥인

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서경화

표 3-2-3. 2010년 해수 중 영양염 분석 실험실간 상호비교실험 참가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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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비교실험에 참가한 총 12개의 실험실 중, 분석 항목에 따라 8 ～ 10개 실험실에서 

분석결과를 응답하였고, 설문조사는 총 6개의 실험실에서 결과를 회신하였음(표 3-2-4).

분석항목 시료번호
결과값

응답 실험실 수

Nitrate

Bottle 130 8

Bottle 131 8

Bottle 132 8

Nitrite

Bottle 130 9

Bottle 131 9

Bottle 132 9

Nitrate+Nitrite

Bottle 130 9

Bottle 131 9

Bottle 132 9

Phosphate

Bottle 130 10

Bottle 131 10

Bottle 132 10

Silicate

Bottle 130 8

Bottle 131 8

Bottle 132 8

설문조사 응답 실험실 6

표 3-2-4. 영양염 분석실험실간 상호비교실험에 참가한 실험실 중 응답실험실

1.4. 통계 처리 방법

1.4.1. 전체의 평균, 중앙값, 및 표준편차

○ 평균, 중앙값 및 표준편차는 응답 실험실의 5회 이상 반복한 분석결과 전체를 계

산하여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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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중앙값 : 결과들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

표준편차 : 





  





1.4.2. 각 실험실의 평균에 대한 평균, 중앙값, 및 표준편차

○ 각 실험실의 반복실험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평균, 중앙값 및 평균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음.

평균의 평균  



 





중앙값 : 결과들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

표준편차 : 





  





1.4.3. 로버스트 통계 (Robust statistics)

○ 로버스트 통계 (robust Statistics)는 극결과가 평균이나 표준편차의 추정값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으로, 이러한 기법은 데이터 군으로부터 극결과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를 적게 주는 방법임. 일반적으로 참값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본 비교 시험 결과의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음.

고전적 통계 로버스트 통계

평균 (mean) 중앙값 (media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정규화된 사분위수 범위

(NIQR = IQR X 0.7413)

Z-score = (결과값-평균)/표준편차 Z-score = (결과값-중앙값)/NIQR

표 3-2-5. 고전적 통계와 로버스트 통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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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스트 평균: 전체자료의 중앙값과 동일

로버스트 표준편차: 정규화된 사분위 범위

NIQR = IQR X 0.7413

1.4.4. Z-점수의 계산

○ 평균이 μ이고, 표준편차가 σ인 모집단에서 X의 Z-점수는 다음과 같음.

Z :  



○ 평균이 중앙값(median)이고, 표준편차가 사분위편차 (NIQR)인 집단에서 X의 로버

스트 Z-점수는 다음과 같음.

 정규화된사분위범위
결과값  중앙값





○ Z-점수는 관측값 x가 평균보다 표준편차의 Z배 만큼 높다는 의미이며, 평균보다 

큰 값일때는 양의 값, 평균보다 작을때는 음의 값을 갖음.

○ 95% 신뢰수준에서,

|z|≤1.96 : 대상 실험실의 분석결과가 다른 실험실들의 분석결과와 유사

|z|≥1.96 : 대상 실험실의 분석결과가 다른 실험실들의 분석결과와 상이

1.5. 결과

1.5.1. 실험실별,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 각 실험실의 항목별 분석 결과는 표 3-2-6에서 표 3-2-9에 수록하였으며, 각 실험

실의 각 시료별 분석 결과 및 히스토그램을 그림 3-2-4에서 그림 3-2-15에 도시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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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0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0.67 0.67 0.67 0.67 0.67 0.67 0.00 

02 0.78 0.76 0.76 0.76 0.77 0.77 0.77 0.77 0.01 

03 2.21 2.20 2.27 2.07 2.05 2.02 2.14 0.09 

05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00 

09 0.69 0.70 0.69 0.70 0.69 0.69 0.00 

10 0.50 0.50 0.50 0.50 0.50 0.50 0.00 

11 0.07 0.07 0.07 0.07 0.07 0.07 0.00 

12 0.6 0.6 0.62 0.61 0.61 0.61 0.01 

13 0.589 0.553 0.599 0.565 0.554 0.57 0.02 

Bottle 131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0.04 0.04 0.03 0.04 0.04 0.04 0.00 
02 0.12 0.12 0.15 0.12 0.13 0.11 0.15 0.13 0.01 
03 1.33 1.43 1.36 1.31 1.38 1.04 1.31 0.13 
05 0.051 0.05 0.049 0.049 0.051 0.047 0.05 0.05 0.00 
09 0.064 0.05 0.06 0.06 0.06 0.06 0.00 
10 0.07 0.07 0.07 0.07 0.07 0.07 0.00 

11 0.07 0.07 0.07 0.07 0.07 0.07 0.00 
12 0.04 0.05 0.07 0.05 0.06 0.05 0.01 
13 0.07 0.06 0.00 0.07 0.05 0.08 0.06 0.03 

Bottle 132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평균

표준

편차

01 0.03 0.03 0.03 0.03 0.03 0.03 0.00 

02 0.11 0.14 0.12 0.12 0.11 0.12 0.12 0.12 0.01 

03 1.14 1.16 1.15 1.10 1.18 1.10 1.07 1.04 1.12 0.04 

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0 

09 0.03 0.04 0.03 0.02 0.03 0.03 0.01 

10 0.07 0.07 0.07 0.07 0.07 0.07 0.00 

11 0.07 0.07 0.07 0.07 0.07 0.07 0.00 

12 0.07 0.06 0.07 0.08 0.07 0.07 0.01 

13 0.05 0.03 0.02 -0.03 -0.03 -0.01 0.00 0.03 

표 3-2-6. 실험실 별 아질산염의 반복분석결과 (단위: μmol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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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0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5.89 5.85 5.88 5.90 5.92 5.89 0.02 

02 8.14 8.08 8.12 8.12 8.05 8.12 8.01 8.09 0.04 

03 4.11 4.58 4.49 5.15 5.04 4.62 4.66 0.34 

05 5.14 5.17 5.16 5.16 5.17 5.19 5.25 5.18 0.03 

10 3.57 3.64 3.50 3.57 3.57 3.57 0.04 

11 10.14 8.00 10.21 10.21 10.21 9.75 0.88 

12 6.4 5.66 5.56 5.87 5.72 5.84 0.30 

13 6.21 6.22 6.17 6.20 6.22 6.20 0.02 

Bottle 131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30.38 30.52 30.41 30.61 29.72 30.33 0.31 

02 37.46 37.07 37.43 37.11 37.07 36.94 36.99 37.15 0.19 

03 24.80 27.62 27.79 27.95 27.49 27.47 27.19 1.08 

05 26.68 26.37 26.31 26.31 26.37 26.45 26.47 26.42 0.12 

10 28.57 28.79 29.36 29.29 29.07 29.01 0.30 

11 37.00 36.71 36.79 36.29 38.57 37.07 0.79 

12 28.5 27.3 27.9 27.9 27.4 27.80 0.43 

13 32.04 31.87 31.98 31.85 31.95 31.98 31.94 0.06 

Bottle 132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37.28 37.36 37.29 37.42 37.29 37.33 0.05 

02 45.64 46.53 45.43 45.32 45.22 45.21 45.02 45.48 0.46 

03 32.05 34.01 32.89 32.11 33.46 34.19 36.00 33.53 1.28 

05 32.21 32.34 32.34 32.46 32.34 32.52 32.55 32.39 0.11 

10 37.93 37.93 38.29 38.14 38.00 38.06 0.14 

11 44.64 45.43 45.43 45.86 45.64 45.40 0.41 

12 37.5 35.1 34.8 35.8 35.2 35.68 0.97 

13 39.43 39.49 39.53 40.80 40.83 40.55 40.10 0.63 

표 3-2-7. 실험실 별 질산염의 반복분석결과 (단위: μmol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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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0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0.55 0.54 0.55 0.56 0.54 0.55 0.01 

02 0.47 0.48 0.46 0.44 0.43 0.41 0.38 0.44 0.03
03 0.35 0.36 0.35 0.34 0.35 0.35 0.35 0.00 

05 0.49 0.46 0.46 0.50 0.47 0.46 0.50 0.48 0.02 

07 0.51 0.50 0.51 0.48 0.50 0.50 0.01 

09 0.45 0.42 0.45 0.48 0.39 0.44 0.03 

10 0.45 0.42 0.45 0.45 0.42 0.44 0.02 

11 0.39 0.35 0.39 0.39 0.39 0.38 0.01 

12 1.31 1.35 1.25 1.20 1.22 1.26 0.06 

13 0.47 0.45 0.46 0.44 0.45 0.45 0.01 

Bottle 131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2.26 2.28 2.31 2.29 2.30 2.29 0.02 

02 2.10 2.13 2.18 2.21 2.21 2.22 2.23 2.18 0.05 

03 1.92 2.03 2.06 2.06 2.08 2.09 2.04 0.06 

05 2.07 2.07 2.07 2.09 2.08 2.08 2.10 2.08 0.01 

07 2.39 2.40 2.38 2.43 2.40 2.40 0.02 

09 2.16 2.03 2.06 2.16 2.19 2.12 0.06 

10 2.13 2.13 2.16 2.10 2.13 2.13 0.02 

11 2.13 2.13 2.10 2.16 2.13 2.13 0.02 

12 2.89 2.91 2.93 2.80 2.49 2.80 0.16 

13 2.01 2.04 2.02 2.01 1.99 2.03 2.02 0.02 

Bottle 132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평균

표준

편차

01 2.83 2.85 2.86 2.85 2.86 2.85 0.01 

02 2.74 2.75 2.76 2.77 2.76 2.76 2.76 2.76 0.01 

03 2.44 2.61 2.59 2.57 2.62 2.64 2.61 2.59 2.58 0.06 

05 2.54 2.54 2.55 2.56 2.56 2.55 2.53 2.55 0.01 

07 2.99 3.00 3.01 3.02 2.97 3.00 0.02 

09 2.77 2.81 2.77 2.81 2.74 2.78 0.02 

10 2.65 2.65 2.65 2.65 2.61 2.64 0.01 

11 2.65 2.68 2.68 2.71 2.68 2.68 0.02 

12 3.30 3.67 3.50 3.62 3.42 3.50 0.13 

13 2.69 2.66 2.70 2.49 2.50 2.48 2.59 0.10 

표 3-2-8. 실험실 별 인산염의 반복분석결과 (단위: μmol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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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0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28.06 28.15 28.02 27.96 28.08 28.05 0.06 

02 31.01 30.55 30.63 30.53 30.52 30.35 30.37 30.57 0.20 

03 33.74 35.63 35.49 35.15 35.31 35.46 35.13 0.64 

05 30.47 30.65 30.61 30.63 30.79 30.59 30.67 30.63 0.09 

07 33.22 32.96 33.01 33.12 33.13 33.09 0.09 

10 27.68 27.75 27.68 27.71 27.68 27.70 0.03 

12 26.20 26.30 26.40 26.30 26.40 26.32 0.07 

13 66.06 66.38 66.54 65.79 65.89 66.02 66.11 0.27 

Bottle 131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평균

표준

편차

01 61.28 61.64 61.22 61.39 61.51 61.41 0.15 

02 65.27 64.56 65.09 65.05 65.02 64.93 65.18 65.01 0.21 

03 68.97 71.77 72.12 72.47 72.56 71.76   71.61 1.22 

05 67.26 67.39 67.36 67.36 67.78 68.05 68.05 67.61 0.32 

07 69.57 69.69 69.49 69.41 69.28 69.49 0.14 

10 57.29 57.36 57.36 57.14 57.07 57.24 0.12 

12 57.50 57.50 57.50 57.50 57.60 57.52 0.04 

13 145.79 145.47 144.55 142.95 143.14 144.76 144.44 1.07 

Bottle 132

실험실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평균

표준

편차

01 94.26 94.35 94.13 94.27 94.24 94.25 0.07 

02 99.97 99.74 99.56 99.54 100.33 99.64 99.59 99.77 0.27 

03 105.43 109.12 109.42 109.34 109.00 109.08 108.98 108.43 108.60 1.23 

05 103.60 104.10 104.30 104.20 104.70 104.70 105.00 104.37 0.43 

07 105.30 105.57 105.40 106.32 105.14 105.55 0.41 

10 89.04 88.82 88.93 88.14 89.25 88.84 0.37 

12 79.10 79.10 78.70 79.00 78.90 78.96 0.15 

13 213.68 211.95 216.13 221.10 223.88 220.14 217.81 4.23 

표 3-2-9. 실험실 별 규산염의 반복분석결과 (단위: μmol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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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0 - Nitrite

그림 3-2-4. 각 실험실별 Bottle 130의 아질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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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1 - Nitrite

Nitrite

그림 3-2-5. 각 실험실별 Bottle 131의 아질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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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2 - Nitrite

그림 3-2-6. 각 실험실별 Bottle 132의 아질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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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0 - Nitrate

그림 3-2-7. 각 실험실별 Bottle 130의 질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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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1 - Nitrate

그림 3-2-8. 각 실험실별 Bottle 131의 질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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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2 - Nitrate

그림 3-2-9. 각 실험실별 Bottle 132의 질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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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0 - Phosphate

그림 3-2-10. 각 실험실별 Bottle 130의 인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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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1 - Phosphate

그림 3-2-11. 각 실험실별 Bottle 131의 인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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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2 - Phosphate

그림 3-2-12. 각 실험실별 Bottle 132의 인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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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0 - Silicate

그림 3-2-13. 각 실험실별 Bottle 130의 규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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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1 - Silicate

그림 3-2-14. 각 실험실별 Bottle 131의 규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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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132 - Silicate

그림 3-2-15. 각 실험실별 Bottle 132의 규산염 분석결과(상)와 히스토그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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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실험실의 항목별 분석 결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3-2-10에 나타내었음.

실험실번호 1 2 3 5 7 9 10 11 12 13

Bottle

130

NO2

0.67

(0.00)

0.77

(0.01)

2.14

(0.09)

0.50

(0.00) 7.25

(0.17)

0.69

(0.00)

0.50

(0.00)

0.07

(0.00)

0.61

(0.01)

0.57

(0.02)

NO3

5.89

(0.02)

8.09

(0.04)

4.66

(0.34)

5.18

(0.03)

3.57

(0.04)

9.75

(0.88)

5.84

(0.30)

6.30

(0.22)

PO4

0.55

(0.01)

0.44

(0.03)

0.35

(0.00)

0.48

(0.02)

0.50

(0.01)

0.44

(0.03)

0.44

(0.02)

0.38

(0.01)

1.26

(0.06)

0.45

(0.01)

SiO2

28.05

(0.06)

30.57

(0.20)

35.13

(0.64)

30.63

(0.09)

33.09

(0.09)

27.70

(0.03)

26.32

(0.07)

66.11

(0.27)

Bottle

131

NO2

0.04

(0.00)

0.13

(0.01)

1.31

(0.13)

0.05

(0.00) 33.97

(0.04)

0.06

(0.00)

0.07

(0.00)

0.07

(0.00)

0.05

(0.01)

0.06

(0.03)

NO3

30.33

(0.31)

37.15

(0.19)

27.19

(1.08)

26.42

(0.12)

29.01

(0.30)

37.07

(0.79)

27.80

(0.43)

31.94

(0.06)

PO4

2.29

(0.02)

2.18

(0.05)

2.04

(0.06)

2.08

(0.01)

2.40

(0.02)

2.12

(0.06)

2.13

(0.02)

2.13

(0.02)

2.80

(0.16)

2.02

(0.02)

SiO2

61.41

(0.15)

65.01

(0.21)

71.61

(1.22)

67.61

(0.32)

69.49

(0.14)

57.24

(0.12)

57.52

(0.04)

144.44

(1.07)

Bottle

132

NO2

0.03

(0.00)

0.12

(0.01)

1.12

(0.04)

0.05

(0.00) 40.99

(0.86)

0.03

(0.01)

0.07

(0.00)

0.07

(0.00)

0.07

(0.01)

0.00

(0.03)

NO3

37.33

(0.05)

45.48

(0.46)

33.64

(1.23)

32.39

(0.11)

38.06

(0.14)

45.40

(0.41)

35.68

(0.97)

40.10

(0.63)

PO4

2.85

(0.01)

2.76

(0.01)

2.58

(0.06)

2.55

(0.01)

3.00

(0.02)

2.78

(0.02)

2.64

(0.01)

2.68

(0.02)

3.50

(0.13)

2.59

(0.10)

SiO2

94.25

(0.07)

99.77

(0.27)

108.60

(1.23)

104.37

(0.43)

105.55

(0.41)

88.84

(0.37)

78.96

(0.15)

217.81

(4.23)

표 3-2-10. 실험실 별 반복실험 평균값과 표준편차 (괄호안) (단위: μmol L-1)

1.5.2 영양염 분석결과의 통계 처리 결과

○ 분석결과에 대한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및 로버스트 표준편차는 4항에서 기술한 

방법을 토대로 계산하였음(표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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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시료

번호

전체 자료에 대한 각 실험실의 평균에 대한 로버스트

n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n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NO3

130 46 6.17 5.88 1.81 8 6.16 5.87 1.96 5.88 1.88

131 46 30.89 29.54 4.10 8 30.86 29.67 4.24 29.54 5.71

132 48 38.28 38.51 4.81 8 38.12 37.69 4.91 38.51 5.25

NO2

130 50 0.75 0.61 0.55 9 0.72 0.61 0.57 0.61 0.19

131 51 0.21 0.07 0.40 9 0.20 0.06 0.42 0.07 0.05

132 53 0.22 0.07 0.38 9 0.17 0.07 0.36 0.07 0.06

PO4

130 55 0.51 0.45 0.22 10 0.53 0.45 0.26 0.45 0.06

131 56 2.21 2.13 0.22 10 2.22 2.13 0.24 2.13 0.14

132 58 2.77 2.70 0.27 10 2.79 2.72 0.29 2.70 0.16

SiO2

130 46 35.04 30.62 12.32 8 34.70 30.60 13.02 30.62 4.79

131 47 75.06 67.31 27.30 8 74.29 66.31 28.83 67.31 7.02

132 48 113.39 104.15 40.49 8 112.27 102.07 43.75 104.15 10.93

표 3-2-11. 분석결과의 통계에 따른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단위: μmol L-1)

1.5.3 분석결과 scatter plot

○ 분석결과의 표본평균값에 대한 Scatter plot을 각 항목별로 그림 3-2-16에서 그림 

3-2-23에 나타내었음. 그림 3-2-19에서 그림 3-2-19의 Scatter plot은 각 항목별 가장 

낮은 농도의 분석시료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정렬한 것으로 각 실험실별 지정번호

와는 관계가 없음. 즉, 아질산염(NO2
-)의 Scatter plot은 Bottle 132를 기준으로 정

렬하였고, 이 외의 다른 분석항목들은 Bottle 130를 기준으로 정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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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질산염은 하나의 실험실에서 다른 실험실들의 분석값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이

는 결과가 있으며(그림 3-2-16), 질산염 분석에 있어서는 특별히 다른 농도를 보이

는 실험실은 없었으나 고 농도의 경우에 실험실 간의 차이가 저농도에 비해 많았

음(그림 3-2-17). 인산염과 규산염의 경우에도 하나의 실험실의 자료가 유난히 높

은 값을 보였음(그림 3-2-18, 3-2-19). 전반적으로 고 농도의 경우 실험실 간의 차이

가 저농도에 비해 큰게 나타났음.

○ 같은 결과를 각 실험실별로 정리하여 그림 3-2-20에서 그림 3-2-23에 도시하였음.

○ 아질산염의 경우 실험실 3의 결과가 타 실험실의 결과에 비해 3 ~ 50배 높은 값

을 보이며 또한 각 분석값의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났으며, 실험실 11의 결과 중 

Bottle 130의 경우는 타 실험실 자료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보였음(그림 3-2-20).

○ 질산염의 경우에는 실험실 2와 실험실 11은 타 실험실에 비해 약 20% 정도 높은 

값을 보이고 실험실 3은 5회 이상의 분석 결과에 대한 편차가 타 실험실에 비해 

높음(그림 3-2-21).

○ 인산염의 경우에는 실험실 12의 분석결과가 타 실험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5

회 이상의 분석 결과에 대한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났음(그림 3-2-22).

○ 규산염의 경우에는 실험실 13의 경우 타 실험실에 비해 매우 높은 농도를 보였으

며, 5회 이상의 분석 결과에 대한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났음(그림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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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질산염 (NO3)의 분석결과: Bottle 130의 분석결과 기준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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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아질산염 (NO2)의 분석결과: Bottle 132의 분석결과 기준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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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인산염(PO4)의 분석결과: Bottle 130의 분석결과 기준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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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규산염 (SiO2)의 분석결과: Bottle 130의 분석결과 기준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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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각 실험실별 아질산염(NO2)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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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각 실험실별 질산염(NO3)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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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각 실험실별 인산염(PO4)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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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각 실험실별 규산염(SiO2)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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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Z-점수

○ 각 실험실의 분석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Z-test를 실시하였

음. Z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모든 실험실의 분석값의 평균과 모 표준

편차를 이용하였음.

실험실번호 시료번호 NO2 NO3 PO4 SiO2

01

130 -0.138 -0.148 0.191 -0.567

131 -0.435 -0.137 0.367 -0.500

132 -0.489 -0.213 0.294 -0.473

02

130 0.042 1.057 -0.306 -0.363

131 -0.212 1.528 -0.104 -0.368

132 -0.259 1.475 -0.055 -0.336

03

130 2.543 -0.818 -0.712 0.008

131 2.716 -0.903 -0.745 -0.127

132 2.360 -0.999 -0.706 -0.118

05

130 -0.446 -0.537 -0.130 -0.358

131 -0.406 -1.089 -0.564 -0.273

132 -0.439 -1.235 -0.837 -0.223

07

130 - - -0.035 -0.158

131 - - 0.867 -0.204

132 - - 0.853 -0.194

09

130 -0.094 - -0.305 -

131 -0.383 - -0.374 -

132 -0.490 - 0.035 -

10

130 -0.449 -1.416 -0.305 -0.595

131 -0.355 -0.457 -0.345 -0.653

132 -0.384 -0.062 -0.495 -0.606

11

130 -1.235 1.967 -0.569 -

131 -0.355 1.508 -0.345 -

132 -0.384 1.458 -0.351 -

12

130 -0.252 -0.173 3.410 -0.707

131 -0.395 -0.753 2.676 -0.643

132 -0.384 -0.554 2.730 -0.850

13

130 -0.317 0.024 -0.241 2.522

131 -0.392 0.257 -0.848 2.541

132 -0.556 0.362 -0.687 2.579

표 3-2-12. 각 실험실별 Z-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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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실험실 별, 항목별 Z-점수를 그림 3-2-24에서 3-2-27에 도시하였음. 95%의 신뢰

수준에서 Z-점수가 1.96 이상이거나 -1.96 이하인 경우에 그 자료는 다른 자료의 

값과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실험실 3의 아질산염 자료 (그림 

3-2-24), 실험실 12의 인산염 자료 (그림 3-2-26), 실험실 13의 규산염 자료 (그림 

3-2-27)와 실험실 11의 질산염 중 Bottle 130 자료 (그림 3-2-25)는 기각될 수 있음 

(표 3-2-12).

그림 3-2-24. 아질산염의 실험실별 Z-점수

그림 3-2-25. 질산염의 실험실별 Z-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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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인산염의 실험실별 Z-점수

그림 3-2-27. 규산염의 실험실별 Z-점수

○ 기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험실 2와 실험실 11의 인산염 자료 역시 기각역에 

가까운 Z-점수를 보임. 전반적으로 질산염의 결과로부터 추정된 Z-점수의 분포가 

가장 넓게 분포함.

1.5.5. 로버스트 Z-점수

○ Z-점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자료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모평균과 모표준편차를 이용

하게 됨. 이때에 만일 하나의 자료가 다른 자료들에 비해 유난히 크거나 작은 값

을 보이는 경우, 모평균과 표준편차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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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 통계를 이용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도 로버스트 통계를 이용한 로버스트 Z-

점수를 계산하여 각 실험실의 자료를 비교하였음.

실험실번호 시료번호 NO2 NO3 PO4 SiO2

01

130 0.330 0.009 1.480 -0.620

131 -0.909 0.138 1.100 -0.953

132 -0.642 -0.027 0.978 -0.933

02

130 0.870 1.050 -0.252 -0.013

131 1.635 1.334 0.372 -0.371

132 0.769 1.247 0.386 -0.413

03

130 8.388 -0.570 -1.669 1.090

131 35.182 -0.412 -0.619 0.694

132 16.808 -0.620 -0.718 0.419

05

130 -0.597 -0.327 0.360 0.002

131 -0.580 -0.546 -0.339 0.048

132 -0.337 -0.797 -0.941 0.021

07

130 - - 0.694 0.597

131 - - 1.873 0.352

132 - - 1.926 0.132

09

130 0.462 - -0.250 -

131 -0.318 - -0.045 -

132 -0.646 - 0.539 -

10

130 -0.604 -1.087 -0.250 -0.706

131 0.000 -0.092 0.000 -1.625

132 0.000 0.087 -0.361 -1.443

11

130 -2.967 1.835 -1.172 -

131 0.000 1.320 0.000 -

132 0.005 1.234 -0.115 -

12

130 -0.011 -0.013 12.713 -1.040

131 -0.454 -0.305 4.669 -1.581

132 0.000 -0.284 5.110 -2.374

13

130 -0.209 0.157 -0.025 8.580

131 -0.426 0.421 -0.777 12.456

132 -1.052 0.407 -0.687 10.713

표 3-2-13. 각 실험실별 로버스트 Z-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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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스트 통계에 의한 각 자료의 Z-점수를 표 3-2-13과 그림 3-2-28에서 그림 

3-2-31에 나타내었음. 95%의 신뢰수준에서 로버스트 Z-점수가 –1.96과 1.96 사이인 

경우에 그 자료는 다른 자료의 값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험실 3의 아질

산염 자료(그림 3-2-28), 실험실 12의 인산염 자료(그림 3-2-30), 실험실 13의 규산염 

자료(그림 3-2-31)는 Z-점수로 평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각의 결과를 보임.

○ 그러나 로버스트 통계에 의한 결과에서는 실험실 11의 아질산염 자료 중 Bottle 130

과 실험실 12의 규산염 자료 중 Bottle 132 자료 또한 기각역에 분포함(표 3-2-13).

그림 3-2-28. 아질산염의 실험실별 로버스트 Z-점수

그림 3-2-29. 질산염의 실험실별 로버스트 Z-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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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인산염의 실험실별 로버스트 Z-점수

그림 3-2-31. 인산염의 실험실별 로버스트 Z-점수

1.5.6. 분석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 상호비교 실험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각 실험실의 분석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음. 설문은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시료의 채취, 분석장비 등에 관한 공

통사항과 이질산염,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등의 분석방법, 사용하는 시약의 종류 

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각 실험실별 설문조사 결과를 표 3-2-14에서 표 3-2-19에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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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1
NO3 분석방법: Cadmium reduction(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Imidazole(SIGMA)

분석시약2: HCl(Merck)

분석시약3: NED(Merck)

분석시약4: Sulfanilamide(ACROS)

분석시약5: Brij-35(Merck)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NO3(Merck)

Stock standard 제조방법: KNO3(0.255g)/25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NO2 분석방법: Diazonium ion(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Imidazole(SIGMA)

분석시약2: HCl(Merck)

분석시약3: NED(Merck)

분석시약4: Sulfanilamide(ACROS)

분석시약5: Brij-35(Merck)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NO2(Merck)

Stock standard 제조방법: NaNO2(0.1725g)/25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PO4 분석방법: Ascobic acid(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Antimony potassium(SIGMA)

분석시약2: H2SO4(Merck)

분석시약3: Ammonium molybdate(SIGMA)

분석시약4: Ascobic acid(SIGMA)

분석시약5: dowfax(OI Analytical)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H2PO4(Merck)

Stock standard 제조방법: KH2PO4(0.340g)/25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SiO2 분석방법: Molybdate reactive(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Ammonium molybdate(SIGMA)

분석시약2: Ascobic acid(Merck)

분석시약3: Oxalic acid(Merck)

분석시약4: H2SO4(Merck)

분석시약5: dowfax(OI Analytical)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2SiF6(Fluk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Na2SiF6(0.475g)/25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표 3-2-14. 실험실 1의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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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2
NO3 분석방법: Cadmium reduction(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Imidazole(SIGMA)

분석시약2: HCl(Merck)

분석시약3: NED(SIGMA)

분석시약4: Sulfanilamide(ACROS)

분석시약5: Triton X-100(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NO3(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KNO3(0.4.04g)/100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4000µM
NO2 분석방법: Diazonium ion(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Imidazole(SIGMA)

분석시약2: HCl(Merck)

분석시약3: NED(SIGMA)

분석시약4: Sulfanilamide(ACROS)

분석시약5: Triton X-100(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NO2(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NaNO2(0.276g)/100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4000µM
PO4 분석방법: Ascobic  acid(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Antimony potassium(SIGMA)

분석시약2: H2SO4(Merck)

분석시약3: Ammonium molybdate(SIGMA)

분석시약4: Ascobic acid(SIGMA)

분석시약5: SLS(Wako)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H2PO4(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KH2PO4(0.544g)/100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4000µM
SiO2 분석방법: Molybdate reactive(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Ammonium molybdate(SIGMA)

분석시약2: H2SO4(Merck)

분석시약3: Oxalic acid(SIGMA)

분석시약4: Ascobic acid(SIGMA)

분석시약5: SLS(Wako)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2SiF6(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Na2SiF6(0.725g)/100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4000µM

표 3-2-15. 실험실 2의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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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5
NO3 분석방법: Cadmium Reduction

분석시약1: Imidazole(Wako)

분석시약2: Hydrochloric Acid(Wako)

분석시약3: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NEDD)(Wako)

분석시약4: Sulfanilamide(Wako)

분석시약5: Tritin-X (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Potassium Nitrate(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Potassium  Nitrate(1.010g)/1000mlDIW

Stock standard 농도: 140mg/L

NO2 분석방법: Diazonium ion

분석시약1: Imidazole(Wako)

분석시약2: Hydrochloric Acid(Wako)

분석시약3: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NEDD)(Wako)

분석시약4: Sulfanilamide(Wako)

분석시약5: Triton-X100 (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Soduim Nitrite(Wako)

Stock standard 제조방법: Soduim  Nitrite(0.138g)/1000mlDIW

Stock standard 농도: 28mg/L

PO4 분석방법: Ascorbic  Acid

분석시약1: Antimony Potassium(Wako)

분석시약2: Sulfuric Acid(Wako)

분석시약3: Sodium Molybdate(Wako)

분석시약4: Ascorbic Acid(Wako)

분석시약5: Sodium Laureth Sulphate(SDS)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Wako)

Stock standard 제조방법: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0.544g)/100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24mg/L

SiO2 분석방법: Molybdate reactive

분석시약1: Ammonium heptamolybdate(wako)

분석시약2: Ascorbic Acid(Wako)

분석시약3: Oxalic Acid(wako)

분석시약4: Sulfuric Acid(Wako)

분석시약5: Sodium Laureth Sulphate(SDS)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Sodium metaslilicate  nonahydrate(wako)

Stock standard 제조방법: Sodium metaslilicate  nonahydrate(4.73g)/1000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mg/L

표 3-2-16. 실험실 5의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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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7
NO3 분석방법: cadmium reduction

분석시약1: ammonium chloride (sigma)

분석시약2: sulfanilaide (sigma)

분석시약3: conc.Phosphoricacid  (sigma)

분석시약4: NED (sigma)

분석시약5: brij-35 (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NO3 (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0.5005 g / 500 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NO2 분석방법: diazo compound

분석시약1: sulfanilamide (sigma)

분석시약2: NED (sigma)

분석시약3: conc. phosphoric acid (sigma)

분석시약4: brig-35 (sigma)

분석시약5: -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NO2 (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0.3450 g / 500 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PO4 분석방법: ascorbic  acid

분석시약1: sulfuric acid (sigma)

분석시약2: ammonium heptamolybdate  (sigma)

분석시약3: potassium antimony oxide  tartrate (sigma)

분석시약4: ascorbic acid (sigma)

분석시약5: dodecylsulfate, sodium salt  (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H2PO4 (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0.6805 g / 500 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SiO2 분석방법: Molybdate reactive

분석시약1: ammonium heptamolybdate  (sigma)

분석시약2: ascorbic acid (sigma)

분석시약3: oxalic acid (sigma)

분석시약4: sulfuric acid (sigma)

분석시약5: dodecylsulfate, sodium salt  (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2SiF6 (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0.9404 g / 500 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표 3-2-17. 실험실 7의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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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12
NO3 분석방법: Cadmium reduction(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Imidazole(Merck)

분석시약2: HCl(Merck)

분석시약3: NED(Merck)

분석시약4: Sulfanilamide(Merck)

분석시약5: Brij-35(Merck)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NO3(Merck)

Stock standard 제조방법: KNO3(0.255g)/25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NO2 분석방법: Diazonium ion(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Imidazole(Merck)

분석시약2: HCl(Merck)

분석시약3: NED(Merck)

분석시약4: Sulfanilamide(Merck)

분석시약5: Brij-35(Merck)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NO2(Merck)

Stock standard 제조방법: NaNO2(0.1725g)/25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PO4 분석방법: Ascobic  acid(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Antimony potassium(Merck)

분석시약2: H2SO4(Merck)

분석시약3: Ammonium molybdate(Merck)

분석시약4: Ascobic acid(Merck)

분석시약5: dowfax(OI Analytical)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H2PO4(Merck)

Stock standard 제조방법: KH2PO4(0.340g)/25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SiO2 분석방법: Molybdate reactive(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Ammonium molybdate(Merck)

분석시약2: Ascobic acid(Merck)

분석시약3: Oxalic acid(Merck)

분석시약4: H2SO4(Merck)

분석시약5: dowfax(OI Analytical)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2SiF6(Fluk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Na2SiF6(0.475g)/25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표 3-2-18. 실험실 12의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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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13
NO3 분석방법: Cadmium reduction(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NaOH(JUNSEI)

분석시약2: Ammonium chloride (JUNSEI)

분석시약3: NED(ACROS))

분석시약4: Sulfanilamide(ACROS)

분석시약5: Na2EDTS·2H2O (JUNSEI)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NO3(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KNO3(1.011g)/100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10000µM
NO2 분석방법: Diazonium ion(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NaOH(JUNSEI)

분석시약2: Ammonium chloride (JUNSEI)

분석시약3: NED(ACROS))

분석시약4: Sulfanilamide(ACROS)

분석시약5: Na2EDTS·2H2O (JUNSEI)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NaNO2(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NaNO2(0.1384g)/100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2000µM
PO4 분석방법: Ascorbic  acid(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Antimony potassium(SIGMA)

분석시약2: H2SO4 (JUNSEI)

분석시약3: Ammonium molybdate(SIGMA)

분석시약4: Ascorbic acid(JUNSEI)

분석시약5: SDS (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KH2PO4(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KH2PO4(0.2721g)/1000ml DIW

Stock standard 농도: 2000µM
SiO2 분석방법: Molybdate reactive(공정시험법)

분석시약1: Ammonium molybdate(SIGMA)

분석시약2: Hydroxylamine hydrochloride  (SIGMA)

분석시약3: Oxalic acid(SIGMA)

분석시약4: H2SO4(JUNSEI)

분석시약5: Stannous chloride(SIGMA)

Stock standard 시약 및 제조사: Silicon AA/ICP (Sigma)

Stock standard 제조방법: -

Stock standard 농도: 1000ppm

표 3-2-19. 실험실 13의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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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비슷한 분석법을 사용하지만 특기할 만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설문에 응답한 6개 실험실 중 5개 실험실에서 Segment Flow Type Auto-Analyzer를

사용하였고, 실험실 13만이 Continuous Flow Type Auto-Analyzer를 사용하였음.

▪ Auto-Analyzer의 carrier로 대부분 DIW를 사용하고, 실험실 5는 해수를, 실험실 

7은 NaCl용액을 사용하였음.

▪ 표준용액의 제조시 대부분은 증류수를 사용하지만 실험실 7은 증류수를 용매로 

만든 Stock solution을 NaCl용액을 이용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실험실 12는 

표준 용액의 용매로 인공해수를 이용하였음.

1.6. 결론

○ 회신된 각 실험실의 분석 결과를 통계적인 기법을 통하여 비교해본 결과, 전반적

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 그러나 일부 실험실의 

결과는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임.

○ 이들 실험실의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각 실험실의 분석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다른 실험실들의 

자료와 차이를 보이는 자료들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각 실험실에서 분석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기검교정·분석 센터에서는 해수 중 영양염 분석의 품질 향

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다 다양한 기준 물질을 이용한 상호 비교실험을 통

해 해양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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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양관측 품질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및 홍보

1. 역량강화

○ 국제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 국제협력을 통한 표준물질 제조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 해양환

경연구소 (IAEAMEL)을 방문하여 인증표준물질 제작과정과 숙련도 시험 시

행에 대한 훈련을 받았음.

▪ 일본 간소 테크노사를 방문하여 영양염류 표준물질 제조 시설을 견학하고 제

조 기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노하우를 입수.

▪ 독일 브란루베사를 방문하여 영양염류 분석장치에 대한 훈련과 정도관리 방

법에 대한 훈련을 받았음.

○ 국제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 국토해양부의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원내의 

4개 실험실에 대해 품질문서 작성과 현장평가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지원하

고 교육을 실시.

▪ 사용자 협의회 차원에서 각종 실험실 분석에 대한 SOP 작성을 지원하고 숙

련도 시험결과 분석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실험실에 대하여 방문하여 

지원활동 수행.

그림 3-3-1. 사용자 협의회를 통한 정도관리 인식 전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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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실험실내 정도관리 교육 훈련 

2. 홍보

○ 대외 홍보

▪ 2012년 추계 해양학회(여수 전남대)에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해양관측장비 검

정 및 교정시설 구축 현황과 해양용 표준물질 개발 현황을 홍보.

그림 3-3-3. 해양학회에서의 표준물질 시작품 전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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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양관측기법 개발

제 1 절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1.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기․장비 사

용자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해양관측․조사 및 분석을 통해 생산되는 해양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논의 등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1. 품질시스템의 구축

2. 표준운영절차서(SOP)의 작성

3. 기․장비 검정 및 교정

4. 숙련도 시험

5. 기․장비 이력관리

6. 해양관측․조사 기술 개발

7.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8. 제도개선

9. 기타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의 회원은 원내의 해양관측․조사 기․장비 사용자, 해양자료 

생산자 및 이용자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야별로 2개 이상의 분과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협의회장과 분과장은 회원들의 제청에 의해 선출하며, 간사는 협의회장이 지명

한다. 분과장은 필요시 각 분과별로 분과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④회의는 협의회장이 주재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정비․보관한다.

⑥협의회장, 분과장, 간사, 분과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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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결과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협의회장 또는 분과장과 2명이

상의 출석회원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5조(서면공람) 협의회장은 협의 및 보고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

로 공람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의사결정) ①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장은 표결처리를 할 수 있다. 표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표결할 때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장, 분과장, 분과간사와 협력하여 회의개최, 안건 

및 관련 자료의 작성․제공, 의사록의 작성․비치 등 협의회의 서무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사무처리) 협의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장이 정할 

수 있다.

2.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조직도

○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는 관측항목 및 관측 장비로 A, B, C, D 총 4개 그룹으

로 이루어져있음(그림 4-1-1).

3.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활동 내역

○ 사용자 그룹별 장비표준운영절차서(SOP) 작성, 현재 총 36개의 SOP 작성 완료

○ 현재까지 총 3회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개최 및 아래 내용 교육 진행(그림 

4-1-2).

▪ 장비이력카드 작성 방법

▪ 표준운영절차서 작성 방법

▪ 실험실간 상호비교 시험 방법



사용자 그룹 조직도

사용자 그룹 총괄

간사(총무)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관

측

항

목

수온

전기전도도

염분 

수심

D.O, PH

Chlorophyll

Turbidity

Irradiance

관

측

항

목

해류(유속), 조위(파고)

관

측

항

목

수중음향

분

석

실

험

항

목

용존영양염류

유기물, 부유물질

미량금속 및 유기금속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색소, 용존기체, 방사성물질

부유생물, 저서생물, 미생물

관

측

장

비

∘CTD

▸Profile 방식

▸Mooring 방식

▸CT Sensor

▸Depth Recorder

∘다항목수질측정기

▸YSI

∘정밀염분측정기

▸AUTOSAL

관

측

장

비

∘해류(유속)계

▸초음파 방식

▸Rotor 방식

∘조위(파고)계

▸수압식

▸초음파식

▸부이식

▸레이다식

관

측

장

비

∘해저지형(측심)

 ▸단빔

 ▸멀티빔   

∘해저지층

 ▸Chirp, SBP

 ▸Spark

 ▸Seismic

∘해저면상황

 ▸Side Scan Sonar

∘수중통신

▸Acoustic release

▸Acoustic modem

측

정

분

석

장

비

 ▸영양염류 자동분석기

 ▸Spectrophotometer

 ▸TOC analyser

 ▸Elemental analyser

 ▸AA, ICP-MS

 ▸수은 분석기

 ▸GC, GC-MS

 ▸HPLC, LC-MS

 ▸형광분석기

 ▸Tansmissometer

 ▸현미경, 전자현미경 

 ▸Scintillation counter 

 ▸Gamma counter

 ▸NMR, FTIR 

 ▸PCR 등

그림 4-1-1.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조직도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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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물질 제조 숙련도 시험 및 교육훈련

품질문서 작성 표준운영지침(SOP)

그림 4-1-2.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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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양 관측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서(SOP) 작성

1. SOP 작성 지침 확립

1.1. SOP 작성 요령

○ 공통사항

▪ SOP 인덱스는 매 페이지마다 오른쪽 위에 기재함.

▪ 내용구분

- 장  : X.0

- 절  : X.X

- 항1 : X.X.X

- 항2 : X.X.X.X

- 항3 이하는 1), 가. ①, ㉮ 순서로 작성함.

▪ 글씨체는 휴먼명조, 줄간격은 160%, 탭설정(18포인트)

▪ 편집용지 스타일은 다음 내용으로 함.

위치 크기(mm)

위쪽 15

머리말 30

왼쪽 30

오른쪽 30

제본 20

아래 15

꼬리말 15

○ 목차작성 요령

▪ 목차(글자)는 20 폰트, 장은 15 폰트, 절은 12 폰트, 항은 12 폰트로 작성하며 목

차(글자), 장, 절은 고딕체로 표기함.

▪ 목차에는 장, 절, 항1의 제목과 그에 해당하는 쪽번호를 기재함.

- 장, 절, 항과 그에 해당하는 제목은 두 탭을 띄워 작성함.

- 절과 항1의 제목이 없을 경우(본문이 서술형일 경우), 해당 내용을 간단히 요약

할 수 있는 명사형으로 제목을 작성함.

○ 본문 작성요령

▪ 본문 스타일

- 글씨크기 : 장은 15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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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항 및 그 이하 본문은 12폰트

- 장, 절은 고딕체로 표기함.

▪ 본문 작성 예시

- 장, 절, 항은 서로 한 칸 띄움.

- 장, 절, 항과 그에 해당하는 제목 및 본문 내용은 2탭을 띄워 작성함. (1탭을 18

포인트로 설정함)

ex) 항1로 끝나는 경우          항2로 끝나는 경우

장 제목               장 제목

↲ ↲

절 제목               절 제목             

↲ ↲

항1 내용               항1 제목 

↲ 항2 내용

항1 내용               ↲

항1 제목

항2 내용

1.2. SOP 작성 양식

○ SOP의 목차와 본문은 아래의 SOP 양식을 따름.

○ 아래 양식에서 는 space한 칸을 의미하며, 는 탭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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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관측항목및특성

분류
SOP 종류

1 해수 CTD (SBE 911plus)

2 해수 CTD (SBE 25)

3 해수 CTD (SBE 37IM)

4 해수 CTD (SBE 37SM)

5 해수 Water Quality meter (YSI6600)

6 해류 초음파 도플러 유속계 (ADCP)

7 해류 유속 기록계 (RCM 9)

8 해류 도플러 유속 기록계 (RDCP 600)

9 조위·파고 수압식파고조위계 (WTG-256) 

10 조위·파고 부이식 파고계 (Waverider Buoy)

11 조위·파고 수위 기록계 (WLR 7)

12 지형·지층 사이드 스캔 소나 시스템 (GeoAcoustic 159D)

13 지형·지층 스파커 시스템 (SIG 2 Mille)

14
수중통신

수중음향
생물 조사용 음향탐지 시스템 (BioSonic DT-X)

15
수중통신

수중음향

자가발전형 수중청음기 

(Self-Recording Hydrophone - SRH)

16
수중통신

수중음향

수중소음 자동관측 시스템 

(Underwater Noise Automatic Observation System)

표 4-2-1. 해양 관측·조사 장비 SOP 목록

2. 분야별 표준 운영 절차서

○ 해양 관측·조사 장비 SOP 16개, 분석·실험 SOP 20개로 총 36개의 SOP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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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관측항목 및 

특성분류
SOP 종류

1 영양염 암모니아질소(O.I.Analytical FS-IV*이용)

2 영양염 아질산염/질산염(O.I.Analytical FS-IV*이용)

3 영양염 규산염(O.I.Analytical FS-IV*이용)

4 영양염 인산염(O.I.Analytical FS-IV*이용)

5 영양염 총인

6 영양염 총질소

7 유기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8 금속 미량금속

9 pH pH (전위차법)

10 pH pH (분광광도법)

11 영양염 암모니아질소(QuAAtro이용)

12 영양염 아질산염/질산염(QuAAtro이용)

13 영양염 규산염((QuAAtro이용)

14 영양염 인산염(QuAAtro이용)

15 유기오염물 PCBs (해양퇴적물)

16 유기오염물 PCBs (해양생물)

17 유기오염물 PAHs (해양퇴적물) 

18 유기오염물 PAHs (해양생물) 

19 유기오염물 TBT (해양퇴적물)

20 유기오염물 TBT (해양생물)

표 4-2-2. 분석·실험 장비 S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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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양 관측 기법 개발

1.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관측 센서 개발 기반구축

1.1. 해양 센서의 원천 기술

○ 현재 해양 센서의 개발의 가장 커다란 원동력은 Argo float 프로그램의 성공이라 

할 수 있음. 현재 당초 목표였던 3,000 기가 넘는 수의 Argo float가 전 대양에서 

활동 중에 있음. 이는 2003년도에 개최되었던 Autonomous and Lagrangian

Platform and Sensors (ALPS) Workshop (Perry and Rudnick, 2003a, b)에서의 전

망이 구현된 것임.

○ CTD가 해양관측에 1차적인 혁명을 불러왔다면 float와 glider는 2차적인 혁명을 

예고하고 있음. 따라서 센서의 개발에 있어서 ALPS만 고려하면 충분함. 요구되는 

조건은 전력소모가 적고, 크기가 작으며, 정확 정밀하며, 튼튼해야 한다는 것임. 가

격이 착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기본 전제임. 이후에는 모두 ALPS 센서에 국한해

서 원천 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현재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후 변화/지구 온난화는 

관측의 global networking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 점에서 수 년 동안 스스로 작동

하는 Agro는 최적의 관측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정선관측과 HOT, BATS,

CARIACO, ESTOC의 장점을 모아 놓은 것과 같음. 또한 위성원격탐사의 최대 장

애물인 구름을 피할 수 있음. 다만 시료 채취를 못하므로 현장에서 센서로 측정해

야 함.

○ High CO2 World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해양의 생지화학 인자를 적절한 시공간 

규모로 관측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미 제시되었

음: September 2008 Limnology and Oceanography special issue on Autonomous

and Lagrangian Platforms and Sensors와 여러 white papers prepared for Ocean

Obs’09, http://www.oceanobs09.net. 지난 5년동안 용존산소, 엽록소, 입자와 질산

염 센서가 개량되어, float나 glider에 장착해서 몇 년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음. 앞으로의 사용 계획은 Moss Landing, CA에서 April 28–30, 2009에 개최되

었던 “Observing Biogeochemical Cycles at Global Scales with Profiling Floats

and Gliders.” 웍샵에서 전세계 네트웍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음 

(http://www.whoi.edu/sites/OCBfloatsgliders).

1.1.1. 용존산소 센서

○ Argo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부차적으로 탑재하자고 지목한 보조센서는 

DO (용존산소) 센서임. Argo에 장착한 용존산소 센서는 수년간 만족스럽게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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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합격점을 받았음. 2009년 7월 현재 150기의 Argo에 DO 센서가 장착되어 활

동 중에 있음. Gruber et al., (2007)은 DO 센서를 대대적으로 장착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지금까지 장착되었던 DO 센서는 두 가지임: SBE-IDO (종전 SBE-43)과 Aaanderra

Optode. 전자는 Clark-type 전기화학 센서이고 후자는 광학 센서임. 지금까지 90%

가량은 SBE-43을 달았음. 백금 전극에서 산소를 소비하는 polarography는 100년이 

다된 구닥다리 기술임. Optode는 fluorescence quenching 기법을 사용함. 필름-

immobilized 형광-platinum-porphyrine은 blue-LED를 쪼이면 형광을 내는데 필름

으로 확산된 산소가 photon을 흡수하여 형광의 lifetime을 줄이는 것을 원리로 함.

이밖에 기술적인 요구 사항은 Gruber et al., (2007)의 백서의 5절에 상세하게 제시

되어 있음.

○ 일본 Alec의 제품 Rinko는 광학식으로 phosphorescence (인광) 원리를 사용하는 

fast-response, 정밀도와 정확도가 높다고 주장하는 제품으로 미국 Saanich Inlet에 

계류 장비로 쓰이고 있음.

그림 4-3-1. Profiling float의 head unit에 장착된 두 종류 DO sensor:

왼쪽이 SBE-IDO, 오른쪽이 Aanderra Opt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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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Optical Nitrate 센서

○ UV를 쪼여 바로 농도를 읽어내는 현장 직독식 (ISUS: In Situ Ultraviolet

Spectrophotometer) Optical nitrate 센서는 MBARI에서 개발되었음 (Johnson and

Coletti 2002). 이미 Argo float에 장착해서 500일이 넘게 안정성을 보여 주었음.

검출 한계는 0.5 ~ 1 μM로 아직은 아쉬운 수준임. 해수에 UV를 흡수하는 물질은 

여럿이 있음. 현재는 흡광도 스펙트럼에 대한 second derivative로 이를 해결하고 

있음. 예상보다는 UV lamp는 전력을 크게 소모하지 않아서 5일 주기로 1000미터

에서 표층까지 60회 측정할 경우에 4년 동안 운용될 수 있음.

그림 4-3-2. Apex profiling float에 ISUS nitrate sensor를 장착한 모습

1.1.3. Bio-Optical 센서

○ 다양한 bio-optical센서도 이미 개발되어 운용 중에 있음. 광도계(radiometer)는 수

중 광량을 잼. 탁도는 주로 입자에 의하므로 입자 계수에 쓰이는데 back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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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r는 입자에 의한 후방산란(backscattering)을 측정함. 반면 투광도는 transmissometer

로 입자소광을 측정함. 엽록소 형광은 엽록소a의 훌륭한 proxy임. 해양의 탄소 처리와 

관련이 깊으므로 엽록소를 재는 것은 크게 각광받고 있음. 현재 사용 가능한 제품 들은 

다음과 같음. Satlatic의 spectral irradiance sensor, Wet Labs의 beam attenuation meter

(660 nm 소광은 POC의 좋은 proxy 임), Wet Labs ECO Puck 시리즈에는 AUV 용으로 

소형화시킨 fluorometer, turbidity sensor, 단일 파장 scattering meter, volume

scattering meter 등이 있음. Satlantic이나 Biospherical의 upwelling spectral radiance

sensor가 있음. 곧 나올 Wet Labs의 miniaturized ac-s (In-situ spectrophotometer)는 현

장에서 흡광과 beam attenuation spectra를 측정함.

그림 4-3-3. Bio-optical profiling float의 예: OCR radiometer; C-Rover for

c(660 nm); Eco for chlorophyll fluorescence, CDOM fluorescence and

back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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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생지화학 센서

○ Gas tension device (GTD)는 이 자료에서 산소 분압을 빼주면 N2의 분압을 추정

하게 됨(McNeil et al., 2006). Pro-Oceanus Systems에서 생산하는데 ALPS에 이 제

품이 채택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음. 표층에서 기체 교환이나 표면 혼합층에서 산소

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활용하게 됨. 현재 pCO2 optical sensor (HydroC™/CO2)가 

상용화 되었음(Fietzek and Körtzinger, 2009; CD에 수록). 측정은 NDIR로 함. Pro

-Oceanus도 IR로 측정하는 CO2-Pro를 시장에 내놓았음 (http://www.pro-oceanus.com). W

et Labs은 660nm 에서 빛의 소광을 이용한 POC sensor와 PIC (CaCO3)를 광학적

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의 핵심은 660 nm에서의 복굴절(biref

ringence)임.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는 Optical Sedimentation Recor

der (OSR)/ Carbon Flux Explorer를 개발하였음 (http://www-ocean.lbl.gov/NOPP.

html). Wet Labs와 LBNL의 개발 주역은 Jim Bishop임. pH는 ion-sensitive field

effect transistor (ISFET)에 기반을 둔 센서가 개발되어 표층에서 시험 중인데 아주 

뛰어난 장기 안정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음. 이를 조금 수정하면 ALPS에 쓰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그림 4-3-4. Compact ISFET-pH, pCO2 sensor developed by Kinomori(2009)

1.2. 센서 개발 원천 기술 국내 현황

○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살펴 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수중 센서는 여럿 개발 되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해수에서도 작동되거나 

해수에서만 작동되는 센서의 국내 개발은 아주 미진한 편임. 무엇보다도 내수 시

장 규모가 작은 것이 개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한편

으로 수요자와 개발자 사이에 원활한 소통 통로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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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됨. 해양 센서는 IT, NT, BT 등 다른 영역의 기술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지금

까지 실제로 만남을 주선하는 통로는 아주 좁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리고 완제품

을 만들려고 시도한 점도 센서 개발에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뒤에 더 논

의 되겠지만 개발자(고안자), 현장 사용자, 상업적 제작자 사이클을 거쳤다면 훨씬 

더 활성화되었을 것임.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25

개 검색어에 대한 D/B가 구축되었음(표 4-3-1). 과학적 기술적 아이디어와 지적재

산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 했던 것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표에 실었음. 표를 보면 상당수가 특허 신청에서 실패하였음을 알려줌.

연번 색인어 특허신청건수

1 해수 pH* 1099

2 underwater vehicle* 66

3 DO 센서 63

4 영양염* 32

5 pH 센서 23

6 수중통신 21

7 부이 13

8 나노 화학센서 13

9 광학 센서 12

10 pressure gauge* 7

11 염분 센서 6

12 salinometer 5

13 해수분석법* 2

14 optode 2

15 ocean network 2

16 해양 이산화탄소 측정* 2

17 광섬유 + 해양* 2

18 nutrient 1

19 무인관측선* 1

20 무인해양계측 1

21 해수 이산화탄소 측정 0

22 알칼리니티 0

23 형광 + 해수분석 0

24 UV + 분석 0

25 레이저 + 분석 0

표 4-3-1. 해양 센서에 대한 국내 특허 신청 현황

    * 는 검색은 되었으나 해양 센서와는 직접 관련이 적은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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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말 현재 항목별로는 pH, DO, 염분에 대해 광학, 나노 기술을 적용한 센

서에 대해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였음. 반면에 광학 분야에서 레이저, 자외선 센서

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접 관련은 되지 않지만 자료 송신과 

관련된 수중 통신 분야에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어 있음(표 4-3-1).

○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개발이 매우 부진한 것도 센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선진국에서 autonomous lagrangian platform and sensors (ALPS)가 새로운 시장

을 열어주어 지난 10년간 각종 센서 개발이 활발해졌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Argo의 본체인 APEX의 헤드 유닛이나 옆에 덧대는 

센서(들)에 따라 특정 목적을 가진 profiling float의 제작이 가능한데 그 한 가지 

예가 앞 장에 보인 bio-potic profling float (그림 4-3-3, 일명, Bio-Argo), pH-pCO2

센서를 탑재한 C-Argo 등등이 있음. Glider는 더욱 신형 플랫폼임. CTD가 일차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도 자체 개발에 도전하지 않아서 실기를 했던 것을 이번에

도 되풀이 하는 날에는 기술속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임. 지금 위성 센서에 

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뒤늦은 감이 있음.

1.2.1. 원천 기술의 내용 및 원리

○ 온도 센서

▪ 온도는 열역학적 원리의 지배를 받는 모든 측정 방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임. 시장 지배자인 SeaBird Electronics는 정확도 0.001℃ 분해능 0.000 25℃

를 지닌 thermistor (thermally sensitive resistor) 디지털 온도계를 제공하고 있

음. 즉, thermister와 A/D 변환, 그리고 충격과 진동에 안정한 것이 핵심 기술을 

구성함. 최고 기술인 AC bridge-백금 온도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비슷

하게 정교하며 충격이나 진동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함. 두 번째 기술의 

핵심은 보정(calibration) 능력에 있음.

○ 염분계/염분 센서

▪ 염분은 온도와 더불어 해수의 상태 (state)를 결정하는 양대 축의 하나임. CTD

의 발명과 보급에 따라 염분은 더 이상 화학적 적정이 아닌 전기전도도

(conductivity)로 측정됨. 야외용 전도 센서의 성능은 Guildline Instrument의 

Autosal이나 Portasal로 보정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임. 이 기기는 0.002 PSU를 

상회하는 정확도를 가짐. IAPSO SSW (Standard Seawater)를 유일한 전도도 표

준물질로 사용함. 염분 측정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Bacon et al.이  2007년도에 

수행하였음. 전도도의 정밀도와 장기간 안정도 확보가 핵심 기술을 구성함. 최

근에 Guiline의 아성에 RBR의 MS-310 microsalinometer가 도전장을 내밀었음 

(www.rbr-global.com).

○ 용존 산소 (DO: dissolved oxygen)

▪ 용존산소는 Argo float에 장착될 정도로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음. 확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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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Clark-type 전극과 optode 유형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수심 자료를 얻는데 후자는 장기 계류형의 대표가 되어 있음. Clark-type 전극은 

polarography에 optode는 fluorescence quenching에 기술적 근거를 두고 있음.

SBE-431과 Aanderra oxygen optode 3835가 업계 표준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

하지만 차세대 센서의 개발도 독려된다. 산소는 엔진 연소의 최적화에도 중요한 

만큼 자동차 회사에서도 투자가 많은 분야임. 따라서 사용처의 벽을 허무는 시

도가 필요함. 용존 산소는 심호흡계와 관련된 의료 분야에서도 널리 연구되는 

센서 기술이기도 하므로 의료용 센서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pH 센서

▪ 수심 자료를 얻는데 실제 쓸 수 있는 pH 센서는 통상 널리 쓰이는 기준 전극을 

수압에 따라 자료 생산하도록 만든 것이 고작임. SBE 18 pH 센서는 수심 1,200

미터급 압력에 대응하는 Ag/AgCl-reference pH probe 유리 전극 방식으로 

CTD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유리 전극 방식은 정확도가 낮고 (< 0.02) 반

응 속도도 느리고 drift도 심한 편인데다 수심 한계도 있어서 참고 자료로 쓰이

는 수준임. 현재 해양 산성화가 커다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유리전극 방

식에 비해 훨씬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새 제품의 개발이 요구됨. 전극 방식은 

현장용으로 개발하기에는 단점이 많고 대안으로는 현재 해양 탄산염 분석 지침

에 따른 지시염료법이 있음. Immobilized-dye는 이미 개발이 되었는데(그림 

4-3-5) 아직 profiler 용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는 않음. 아직 0.02 정확도 벽

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머지않아 새 표준으로 앞 장에서 언급했던 ISFET-pH

센서가 등장하게 된 것임. 그림 4-3-6은 ISFET의 단면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MOSFET의 게이트 전극이 이온감지막과 기준전극 그리고 피측정용액으로 대치

된 것 외에는 MOSFET와 같고 작동원리도 비슷함. 용액과 감지막 계면의 전기

화학적전위차가 용액 중의 이온농도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 전위차의 변화가 문

턱전압(threshold voltage; Vt)의 변화를 낳고 즉 유효게이트전압(effective gate

voltage, Vg-Vt)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는 전장효과에 의하여 채널 전도도를 변

화시킴으로써 드레인전류의 변화를 일으킴. 이 드레인전류의 변화분을 측정함으

로써 용액 중의 특정이온농도의 변화를 감지하게 됨. 특정이온에 선택적으로 민

감한 이온감지막을 교체해 줌으로서 각종 ISFET를 개발할 수 있음. ISFET도 

DO와 마찬가지로 biomedical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센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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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Immobilized dye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Ocean Optics의 

pH 측정용 cuvette; 용액의 pH에 따라 색이 바뀌어 간편하게 잴 수 

있음. 분해능은 0.01로 일반 pH 미터 수준임 

그림 4-3-6. Ion-sensitive-field-effect-transistor(오른쪽)은 반도체 기술을 요함

○ 영양염 센서

▪ 연속 수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질산염 (nitrate)용 하나만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음. 이는 질산염이 UV 선택 흡수 능력이 있는 것을 이용함(그림 4-3-7). 원천 기술은 

Monterrey Bay Aquarium Institute에서 개발 되었다. 질산염에 의한 UV 흡광도만을 

골라 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음. 따라서 UV-흡수 방법의 진수는 흡광도를 재분석해서 

질산염에 의한 부분만을 골라내는데 있음. 한편 In Situ Ultraviolet Spectrophotometer

(ISUS)의 성공적인 개발은 UV를 흡수하는 다른 물질 (예, bromide, bisulfide)의 측정까

지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Johnson and Colett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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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증류수에 들어있는 질산염의 농도별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

▪ 최근 lab-on-a-chip (LOC) 기술을 이용한 영양염 자동분석기의 소형화가 University

of Southampton 연구진에 의해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그

림 4-3-8). LOC 기술은 활용도가 넓어서 주목하여야 할 떠오르는 기술 가운데 

하나임. 특히 연구진은 LOC를 식물플랑크톤 종식별,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

는 외래종 침입에 관련하여 선박 평형수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LOC를 차세대 생지화학 센서의 플랫폼으로 지목하고 있음.

그림 4-3-8. University of Southampton 연구진이 

공개한 LOC marine sensor chip(오른쪽)과 

CTD-rosette 시스템에 장착 준비한 모습(왼쪽)

○ 엽록소 a 센서

▪ 엽록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HPLC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서에 적용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형광분석법임. Turner Design은 이 분야의 개척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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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시한 것은 C3 Submersible Fluorometer

로 목표에 맞춘 광원을 가진 9 종 센서를 제공하고 있음 (측정항목: In Vivo

Chlorophyll a, Blue Green Algae, Rhodamine WT Dye, Fluorescein Dye,

Turbidity, CDOM, Optical Brighteners (Wastewater Treatment), Crude Oil,

Refined Fuels). 형광 분석은 단일 파장 excitation- 단일 파장 형광 측정에서 다

중 파장 excitation- 형광 스펙트럼으로 진보하였음을 의미함. 그러므로 앞으로 

C6, C12가 나오는 방향으로 진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C1이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음. LED의 파장 특성이 분석 대상을 폭을 결정하게 될 것임. 우

리나라가 LED 선진국이므로 형광 분석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은 갖추어

진 형국임. C# 시리즈에서 #를 키우는 것은 기술적인 혁신이 아니므로 실제적

인 핵심기술은 해수에 존재하는 물질 (생물/무생물 입자부터 용존상)의 형광 라

이브러리를 확보한 S/W가 될 전망임.

그림 4-3-9. Turner Design의 C3 submersible fluorometer

1.2.2. 원천 기술 보유 기관 및 전문가

○ 온도

▪ 적어도 한국표준과학원(KRISS)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온도계 제작과 보

정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기술을 조합해서 정확

도와 안정성을 모두 갖춘 해수용 온도 센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음. 많은 

측정법이 열역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 기술의 확보는 좋은 센서

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함.

○ 염분

▪ 염분의 원천 기술은 CTD 시장에 진입한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는데 이 CTD의 염분 보정에 쓰이는 salinometer를 제작하는 Guildline이나 RBR

에 대응하는 기술력은 국내에서 가지고 있지 못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희

준 박사가 차동형 염분 센서를 개발하였는데 Guildline 대비 성능 표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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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존산소

▪ Clark-type polarography 전극이나 소형화 전극 기술은 알려진 지 오래 된 기술

이어서 확보여부는 따져 볼 의미가 없음. 하지만 SBE의 DO 센서 개발과 개량 

과정을 살펴보면 전극의 미묘한 디자인 차이에서 성패가 갈렸음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에선 이런 경험을 축적한 기관이 없다고 판단됨.

▪ Fluorescence quenching 광학-DO 센서는 국내 제작이 시도된 바 없음. 전남대학

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DO, pH 센서 기술을 공개한 

바 있음.

○ 영양염

▪ 지금까지 영양염은 주로 폐수와 관련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음. 해수에서는 농도

가 매우 낮고 범위도 적기 때문에 특허로 신청된 기술과는 맞지 않음. ㈜백년기

술이 유일하게 자연환경 시료에서 영양염을 측정하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서 LOC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pH

▪ ISFET-pH 센서 개발은 경북대학교에서 시도된 바 있고 아마도 국내 대학 여러 

연구실에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세한 정보는 입수하

기 어려웠음. pH 센서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이 많이 투자해 왔음.

○ 기타 마이크로 칩, 광학 센서

▪ 광주 과학원은 환경과 관련된 나노 칩 센서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며, 한

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나노 칩 센서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

음. POSTECH, KAIST 또한 이 분야에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1.2.3. 특허 및 기술료 관련 정보 D/B

○ 국내 특허 신청 현황을 보면 해양 그리고 특히 새 관측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센

서를 개발하지 않았기에 특허나 기술료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아주 낮

아 보임. 표 4-3-1에 요약된 정보검색 결과를 주제어 별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코

멘트를 달면 다음과 같음.

○ 염분계/염분 센서 특허

▪ 우리나라에서는 총 11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되었음(표 4-3-1, 4-3-2). 하지만 이들

은 차동형 염분계를 빼면 모두 해수의 염분이 아닌 다른 매질에서의 염을 재려 

시도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주제와는 거리가 멈. 차동형 염분센서도 profiler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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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800

50632

소형 용존산소 측정장치 및 상기 소

형 용존산소 측정장치를이용한 용존

산소 모니터링 방법

공개
주식회사 

과학기술분석센타

10200400

66606

수중 침지형 연속식 미생물 활성도 

및 용존산소 다목적측정기
등록

주식회사 

드림바이오스

10051122

50000

표 4-3-3. 용존산소 (DO)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현황표

출원번호 발명의명칭 상태 출원인 등록일자

1020020072054 염분측정장치용 전극봉 홀더 등록 (주)지엠비 2005.05.30

1020080101739 염도계(Salinometer) 공개
대윤계기산업 

주식회사

1020090051117 염도계(Salinometer) 등록
대윤계기산업 

주식회사
2009.11.16

2020020036279 휴대용 염분 측정기(PORTABLE SALINOMETER) 등록
대윤계기산업 

주식회사
2003.03.11

2020020034680 염분측정장치용 전극봉 홀더 소멸 (주)지엠비 2003.02.18

1020000015589

염분 센서 및 염분 센서 장착 기구(Salt 

Sensor and adhesive apparatus 

thereof)

등록
대윤계기산업 

주식회사
2003.05.12

1020040055742
차동형 염분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염분 

측정 장치
등록 한국해양연구원 2006.09.21

1020000070031
유전센서를 이용한 오일의 염분 함량 측정 

방법 및 시스템
등록

에스케이 

주식회사
2006.07.07

1020000058090
레이저-프리즘센서를 이용한 염분오손도 

자동측정방법
거절 한국전력공사

2020000027656 염분 측정기의 봉 센서 등록
대윤계기산업 

주식회사
2001.03.19

2020030004184 염분측정용 센서홀더 등록 오영태 2003.05.13

표 4-3-2. 염분계 및 염분 센서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현황표

○ DO 센서 특허

▪ “DO 센서”로 63건의 국내 특허 신청이 확인되었음(표 4-3-1, 4-3-3). 표 4-3-3에

서 보듯이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다수 검색이 되었음. 직접 사용이 가능한 특

허 기술은 없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다중층 광학센서막 기

술과 인포니아(주)의 투과막 기술, 아이센스(주)의 마이크로 칩 기술은 검토할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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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000

45799
자체혼합 장치가 구비된 용존산소센서 등록 (주)바이오텔

10038607

60000

10200200

86213
포토 레지스트 공급장치 등록

동부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10066477

90000

10199400

27533

감이온전계효과트랜지스터PH센서를이

용한새로운용존산소센서
소멸 손병기

10017719

60000

10199500

21158
휴대용용존산소계측장치 소멸 우상열  김태진

10015194

00000

10200100

63042

고농도 용존 산소수를 이용한 원예 

작물의 재배장치
등록

주식회사 

옥시라이프

10049125

30000

10200000

40137
스페이서를 삽입구성한 용존산소센서 등록 유일정공 주식회사

10038231

50000

10200300

64833
후막형 용존산소센서 및 그 제조방법 거절 학교법인 한마학원

10200900

18174

듀얼 센서를 이용한 급속 미생물 호

흡률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공개

한국수자원공사  

(주)모어엠

10199600

10349

활성오니공정에서 용존산소 농도제어용 

표면폭기기의자동동조제어방법및그장치
소멸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포스코

10027309

30000

10200901

20703

용존산소(ＤＯ)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질산화 저해물질 유입 감시 방법
공개

김현욱 하림 

엔지니어링(주)

10200800

38625
수질측정센서의 신호변환전송기 등록 길주형

10084402

50000

10200200

01967

미생물 호흡률을 이용한 무인 자동 오

니일령 관리 및 독성도 측정 통합 장치
등록

주식회사 

드림바이오스

10045052

10000

10200601

35032

현장 설치용 퇴적물 산소요구량 측정

장치
등록 한국해양연구원

10076456

60000

10199800

12589
생물폐수의생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방법 소멸 김태진

10025946

90000

10200400

01125

반응단계 판단장치를 이용하여 단일

활성반응조에서연속적인 탈질 및 질산

화를 수행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스템 

및 방법

등록
주식회사 

아이젝앤컴퍼니

10043251

80000

10199200

15144
미생물활성측정장치 거절 에스케이 주식회사

10200100

01302
기계식 표면폭기 및 교반장치 소멸 맹창석

10042238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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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500

13724

퍼지제어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장의 

자동제어장치 및 방법
거절 엔비넷 주식회사

10200801

23384

용존산소, ｐＨ 및 온도의 2종 이상의 

변수의 동시 검출용 다중층 광학 센

서막 제조방법 및 장치

공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0199800

54054
고속 비오디 측정시스템 소멸 손무정

10028033

90000

10200000

03683

최대산소소비속도를 이용한 유기폐수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 방법
등록 (주)바이오텔

10034015

70000

10200200

23104
초간편 휴대용 계측기 등록 (주)바이오텔

10051767

00000

10200000

54389
그물망이 설치된 갈바닉형 산소센서 등록 (주)바이오텔

10039418

80000

10199800

0330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측정용바이오센서 소멸 이규성

10032542

40000

10199800

10400

활성슬럿지법에있어서순산소고효율하

수처리방법
거절 김학로

10199400

14165

미생물을 이용한 BOD_계측기에 사용

되는 미생물 반응기.
거절 손무정

10200100

15496

다단계 저수장치를 이용한 하천수질 

정화방법
등록 한상관

10073240

40000

10200100

11282

3단접촉폭기법을 이용한 고효율 오수

처리의 질소, 인 제거방법 및 이에 따

르는 무인자동 합병정화 시스템

소멸 김학로
10041543

80000

10200000

42495

원격 수질 측정에 의한 감시 및 제어

시스템
거절 (주) 이스텍

10200601

30077
바이오 센서형 이상 수질 감시 장치 등록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10078487

70000

10200700

79549

광학센서막 부착형 다채널 소형 생물

반응기
등록

전남대학교산학협

력단

10086095

80000

10200601

16669
침적형 용존산소 측정계의 센서세정기 등록

대윤계기산업 

주식회사

10078688

30000

10200700

72374

호소 수질순환장치의 흡입구 원격 자

동조절장치
등록 주식회사 솔라비

10090579

20000

10200800

10346

ｐＨ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질산화 저

해물질 유입 감시 방법
등록

김현욱 | 하림 

엔지니어링(주)

10097598

30000

10200800

34943

온라인 분석기용 울트라필터레이션 

장치의 중공사막모듈 구조
등록 신윤호

10096737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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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800

40231

용존산소, ｐＨ 및 온도의 2종 이상의 

변수의 동시 검출용광학 센서막, 장치 

및 방법

등록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10094051

30000

10200870

02471

연료감시장치를 구비한 연료전지 및 

사용방법
공개 소시에떼 비아이씨

10199900

61878
산소 농도 자동 조절 시스템 등록 (주)바이오텔

10039832

20000

10200300

07823
산소 농도 자동 조절 시스템 소멸 (주)바이오텔

10042229

90000

10200000

46470
산소강화음료 제조방법 및 그 장치 포기 배지훈

10199500

12093

음료수에산소를증가시키도록하는방법

및그장치
소멸 조충묵

10014618

50000

10200600

33773
산소 용해 장치 등록 박현린

10070394

30000

10200600

29414
고농도 산소 용존 정수장치 등록 배금주

10080719

70000

10199900

16781

용존 산소 센서의 전처리 시간을 줄

이기 위한 기체 투과막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용존 산소 센서의 제조 방법

등록 주식회사 인포피아
10030682

00000

10199900

53289
용존 산소 센서 소멸

한국하니웰 

주식회사

10033171

10000

10200100

25640

오존(O3)으로 미생물을 활성화 한 

오․폐수처리장치
거절 조효석

10200801

28035

무선 통신 및 자동 보정 기능을 갖춘 

오폐수 처리 장치
공개

(주)에이엔티이십일 

| 심환보

10200000

61669

차동식 전위차법을 이용한 마이크로

칩형 산소 기체센서
등록 주식회사 아이센스

10035227

00000

10200800

09333
오존살균수 생성장치 등록

주식회사 

에이스 하이텍

10087141

60000

10200200

15470
미량산소 측정기 등록 한국해양연구원

10046466

80000

10200000

46469
산소농축 냉온 정수방법 및 그 정수기 포기 배지훈

10199700

03543

전계효과 트랜지스터형 용존 이산화

탄소 센서의제조방법
등록

대한민국경북대학교

센서기술연구소

10021788

20000

10200700

48248
용존기가 구비된 냉온 정수기 거절 최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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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00

38427
정수기용 살균장치 공개 박인철 김일봉

10200800

04731
오존수 제조장치 공개 주식회사 동아지질

10199707

09942
물고기양식장치 취하 히다치 긴조쿠(주) 

10200670

07785
바이오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등록

아크레이 

가부시키가이샤

10081419

30000

10200700

01320

광센서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검출

방법
등록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0084542

50000

10200801

31097

세포 계수기가 집적된 세포 호흡량 

측정용 멀티 산소 센서 및 그 제작 

방법 

등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0095233

00000

10200770

26536

전기화학적 센서의 사용 방법 및 상

기 센서를 형성하는 전극들
공개

아다먼트 

테크놀로지스 

에스에이 

쥴리그 아게

10200800

45711
오존수 자동화 공급장치 등록 주식회사 현진기업

10087166

60000

출원번호 발명의명칭 상태 출원인 등록일자

102008001

0346

ｐＨ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질산화 저해

물질 유입 감시 방법
등록

김현욱 | 하림 

엔지니어링(주)
2010.08.09

102008007

5633

안티파울링 특성을 가지는 광학 ｐＨ센

서용 고분자막 및 그제조방법
등록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7.23

표 4-3-4. 자유 수소이온활동도(pH) 센서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현황표

○ 압력 센서 특허

▪ 무기 개발과 깊숙이 관련된 기술로써 선진국이 기술 공개(공여)를 몹시 꺼리는 

기술로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 특허 7건이 검색 되었으나 (표 4-3-1) 내

용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음. 주변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3500미터 급, 대

양 연구를 위해서는 11,000 미터급이 필요함.

○ pH 센서 특허

▪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해수 pH”에 대해서는 1000 건을 넘는 특허 출원이 이

루어졌음(표 4-3-1). 그러나 “해수 pH 센서”를 만족시키는 특허는 없었음. 이는 

해수 전용 pH 센서의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pH 센서로 검색된 특

허는 23건 이었음(표 4-3-4). 전남대의 광센서 막, 한국원자력연구원과 RISK의 

개발 기술은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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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4007

3988

고체 전해질 층을 갖는 수소이온 센서 

전극 및 이를 이용한 ｐＨ 측정시스템
등록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06.09.26

102004007

3987

고온 ｐＨ 센서 전극 및 이를 이용한 ｐＨ 

측정시스템
등록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06.09.21

102002700

5390

센서 시스템, ｐＨ 미터 및 타겟 물질 

검출 방법
등록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우니베르시태트 바젤

2005.09.20

102002008

2783

은/염화은 전극구조를 갖는 ＭＥＭＳ ｐ

Ｈ센서 및 그 센서의 형성방법
등록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5.03.09

102002005

1941

이온 주입법을 이용한 ｐＨ센서용 검출

전극부 및 그 형성방법
등록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5.03.09

102002005

1944

형상기억합금 박막을 이용한 나노 유량 

제어용 마이크로밸브 및 이를 이용한 페

하 센서 기준전극

등록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5.03.09

202004002

4408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수소이온농도 센서 소멸 전자부품연구원 2004.11.03

102001004

8565

온도센서를 구비한 수소이온농도 측정센

서 및 그 측정센서를 구비한 수소이온농

도 측정장치

등록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4.07.15

102001004

8558

실리콘질화물/글래스 적층구조의 수소이

온 감지막을 갖는 마이크로 수소이온농

도 센서

등록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4.07.15

102001004

8571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측정센서 

및 그 측정센서를 이용한 측정장치
등록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4.05.27

102001004

8562

마이크로 수소이온농도 센서의 전극형성 

방법
등록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3.10.28

102001004

8561

수소이온농도 측정센서(Semiconductor  

pH sensor)
등록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3.09.01

102001004

8557

전극간의 절연층을 구비한 수소이온농도 

측정센서
소멸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3.09.01

201999002

1899
피에이치 센서의 세척 및 검사장치 소멸 주식회사  포스코 199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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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800

87231

수은 또는 구리 이온 선택성을 갖는 형광

화합물, 이를 이용한 이온 검출 방법 및 

형광센서

거절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0200900

04304
광학식 미생물 센서 공개

황인철 주식회사 

평화개발

10200801

27141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채용한 광학센서어레이의 제조방법
공개 한국광기술원

10200700

97713

포스페이트기를 갖는 기질에 대한 선택적 

형광 화학센서 및 이를 이용한 분석방법
공개

재단법인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삼성전자주식회사

표 4-3-5. 광학 센서 및 관련 분석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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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96000

4671

감이온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ｐＨ 센서

를 이용한 이온센서및그제조방법
소멸

대한민국경북대학교

센서기술연구소
1998.09.05

102009009

0016

유리 ｐＨ 센서를 이용한 ｐＨ 측정 시

스템
공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01990001

8842
ｐＨ고체센서(SOLID STATE ｐＨ SENSOR) 공고 파마시아 코포레이션

101996070

6184
ｐＨ값 및 이온강도측정용광센서시스템 취하

시바-가이기 아게 

노바티스 아게

101997003

0888

ｐＨ센서를 이용하여 화학기계적 연마의 

종점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
취하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주식회사

102005000

8263

엔진오일의 퇴화점 측정을 위한 수소이

온감지센서
포기 한국과학기술원

102008004

8921

전기분해 및 팔라듐의 수소 흡착을 이용

한 피에이치 센서 및 그 제조 방법
공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광학 센서 관련 특허

▪ 검색어 “optode”, “광학센서”, “형광센서”, “형광분석”으로 찾은 특허 신청 건수

는 28건에 이르렀음(표 4-3-5). 13건이 등록된 상태인데 현재의 기술 개발 추세

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특허가 늘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술을 사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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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801

03656

카드뮴 또는 아연 이온 선택성을 갖는 칼

릭스[4]아렌 유도체, 이의 제조 방법, 이

를 이용한 카드뮴 또는 아연 이온 검출 

방법 및 형광화학센서

공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연구원

10200800

87892

구리 이온 선택성을 갖는 안트라센 유도

체, 이의 제조방법,이를 이용한 구리 이온 

검출 방법 및 형광센서

공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0200800

23018

구리 또는 아연 이온의 선택적 검출용 형

광 펩타이드 센서및 그 제조 방법
공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0200801

03647

구리 이온 선택성을 갖는 쿠마린 유도체, 

이의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구리 이온 

검출 방법 및 형광화학센서

공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0200800

19360

신규한 형광 펩타이드 센서 및 이를 이용

한 음이온 화합물의 검출방법
공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0200100

32850

발광 모듈 및 발광 모듈 구동 방법과 광

학 센서
등록

가부시키가이샤 

한도오따이 에네루기 

켄큐쇼

2008.07.10

10200300

90539
광학적 가스 센서 등록

(주) 인바이런먼트 

리딩 테크놀러지
2005.05.30

10200400

20741
광학센서를 이용한 수질측정 방법 및 장치 등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09.01

10200701

39726

금속 양이온에 대해 선택적 발광성을 갖

는 자성 광학 센서
등록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05.18

10200701

41753

특정 중금속 이온에 대해 선택적 발색성

을 갖는 유기-무기하이브리드형 흡착제 

및 이를 이용한 광학센서)

등록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04.13

10200601

23588

형광화학센서를 포함하는 미세유체소자 

및 이를 이용한중금속 이온의 광학적 측

정방법

등록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03.28

10199700

31314

많은수의 시료를 동시에 정량분석할 수 

있는 광센서 측정장치 및 방법
등록 주식회사 인포피아 2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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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200

15280

녹색형광단백질 유전자를 이용한 삭시톡

신 검출용바이오센서
등록 한국해양연구원 2004.11.19

10200400

28652
형광센서를 이용한 마비성 패독의 검출 방법 등록

재단법인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2007.02.22

10200601

23588

형광화학센서를 포함하는 미세유체소자 

및 이를 이용한 중금속 이온의 광학적 측

정방법

등록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03.28

10200601

23588

형광화학센서를 포함하는 미세유체소자 

및 이를 이용한중금속 이온의 광학적 측

정방법

등록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00819452

0000

10200700

71839

광독립영양적 생물 광합성 파라미터를 형

광 측정하는 방법,상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및 측정 챔버

등록 (주)세진에스아이
100908817

0000

10200500

10186

다채널 형광 측정용 광학계 및 이를 채용한 

다채널 형광시료 분석 장치
등록 삼성전자주식회사

100647317

0000

10199400

06024
양이온측정용광학센서 취하 시바-가이기 아게

10199970

02716

수중에 용해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화학 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광학 센서
취하 아벤티스 레제아르히 

10199607

05347
이온 측정용 광학 센서 취하

시바-가이기 아게 

노바티스 아게

10200370

10806
광학 (생)화학 센서 디바이스의 제조방법 취하 비르 에이/에스

10200070

03641

옵토드에 기초한 광전자 가스 센서 및 광

전자 가스 센서제조용 전자 소자(
취하

로베르트 보쉬 

게엠베하

10200470

21149

입자 크기 및 형광을 검출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
취하

티에스아이 

인코포레이티드

1.3. 센서 개발 원천 기술 해외 개발 동향

○ 해외의 센서 개발 동향은 인터넷을 통한 웹문서 검색과 전자 학술 D/B를 이용하

였음. 두 가지 학술 저널을 핵심 검색 대상으로 올렸츰. 하나는 Limnology and

Oceanography(현재 Method)를 따로 발간)이고 하나는 Sensors and Actuators B

임. 이들 학술 저널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D/B를 구축하였음. D/B

검색 keyword로는 seawater sensor와 ocean sensor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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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news는 주간지 Marine Technology Reporter News Alert (http://www.seadisco

very.com/mtstories.aspx)를 참조하였음.

○ 기술 문서로는 OceanObs'09의 Community White Paper를 참조하였음. 그리고 선

진국의 센서 회사의 자사 website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음.

1.3.1. 유럽연합

○ 이 권역에서는 독일, 덴마크, 스위스가 센서에 많이 투자하고 있음. 독일은 Max-Plank

Institiute (MPI)에서 센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시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PreSens Gmbh (www.presens.de)임.

이 회사의 슬로건은 “Sensors for Industry and Research”임. CO2, pH, O2 측정 

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은 Biothec과 약품, 식음료, 과학기술개발연구,

의료용 기기임. 소형 센서와 non-invasive sensor에 장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후

자는 비파괴인데다 측정대상에 교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센서 개발의 궁극적인 활용처가 의료용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임.

한동안 통일 비용 후유증에 시달렸던 독일 과학계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 미국과

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됨. ALPS 센서 개발에 중심 인물은 Arne Körtzinger

(Professor of Chemical Oceanography, Leibniz Institute of Marine Sciences, Kiel,

Germany)인 듯함.

○ 덴마크의 Unisense A/S(http://www.unisense.com)는 Presens와 니치를 공유함.

이 회사의 슬로건은 “Solution for microscale research”임. 즉 downsized sensor를 

만들고 환경 측정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표임. 이 회사의 제품도 모두 

기초연구 프로젝트 수행의 산물임. 최근의 기술 진보를 보면 Flow velocity

sensor, diffusivity sensor, NOx biosensor, methane semsor (MIMS) 개발 성공을 

들 수 있음.

1.3.2. 미국

○ 가장 빅뉴스는 WHOI가 Ocean Observation Initiative를 수행하고자 Lab for Ocean

Sensors and Observing System 설치하기로 하고 일차로 81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임. 관측 플랫폼과 센서를 모두 개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원

화 접근을 하는 것과는 반대 노선을 취하고 있음. 미국 측은 시너지를 노리는 것

이 분명함. 한편으로 이번 투자는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고 판단했다는 반증이기도 함. 이쯤에서 우리나라도 투자를 시작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세계 최대 독립연구기관인 Battelle이 해양 센서 개발에 착수한 것도 빅뉴스임.

Battelle은 해양관측 platform과 sensor를 emerging market으로 지목하였음. 첫 작

품으로 Sealolgy pCO2 monitoring system을 내놓았는데 이 제품의 개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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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원 개발자는 MBARI였고 프로토타입 센서를 NOAA가 현

장에서 사용하면서 개량하였고 양산 제작을 Battelle이 맡아서 수행하였음. WHOI

와 Battelle의 사례에서 미국이 해양 센서 개발을 주도하려는 의욕이 엿보임.

○ 미국의 Ocean Optics는 “Inventors of the world’s first miniature spectrometer”라 

자사를 광고하고 있음. 회사의 명칭과는 달리 해양 전문회사는 아님. 작은 스펙트

럼 분석기와 여기에 광섬유 센서를 부착하면 O2, pH등을 젤 수 있음. 이들의 소

형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그림 4-3-10이 잘 보여줌.

그림 4-3-10. Ocean optics 사의 miniature spectrometer model STS; 크기:

40 mm x 42 mm x 24 mm, 무게 68g

1.3.3. 일본

○ 일본에는 해양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JAMSTEC이 있으며 이 연구본부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해양장비를 개발하고 있음. 대표적인 기업인 紀本전자공업주식회사 

(Kimoto Electric Co, Ltd: http://www.kimoto-electric.co.jp/english/index.html)는 

“A pioneer of continuous analysis for environmental factor”란 기치를 내걸고 있

음. 좋은 제품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소형화나 센서 개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함.

○ 이에 반해 JEF Advantec은 구 JEF ALEC CO LTD를 흡수하여 Ocean and River

Division (http://www.jfe-alec.co.jp/html/english_top.htm)을 두고 있음. Compact한 

수질 센서 측정 라인을 제공함. Compact 시리즈 장비의 현장 사용 경험을 바탕으

로 개량한 Infinity 시리즈를 후속으로 시장에 내놓는다고 밝히고 있음. 기본적으

로 독자적으로 CTD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류계, 탁도계와 

CT 등의 장비를 생산하게 됨. 가장 인상적인 제품은 반응시간이 1초에 불과한 광

학 DO 센서 (모델명 Rinko; 燐光)를 개발하였으며 CTD에 장착 가능함. 기술은 



－ 416－

web page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ALPS에 장착하려면 크기를 줄여야 함.

1.4. 권장 유망 원천 기술

○ 센서의 개발은 처음부터 ALPS를 염두에 둘 것을 주문하였음. 그 이유는 무인자동

관측이 앞으로의 대세이기 때문임. 선박에서 잠수정, 위성원격 탐사를 거쳐 해양 

관측에 일대 혁명을 몰고 온 것이 autonomous floating profiler이고 그 다음에도 

glider, autonomous surface vessel 등 니치가 조금씩 다른 플랫폼이 줄줄이 개발

되어 투입되고 있음. Autonoumous floating profile을 사용한 Argo 프로그램의 성

공은 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센서를 개발하여야 하는지를 대변해 주고도 남음

(그림 4-3-11).

그림 4-3-11. 활동 중인 ARGO float의 위치도

(3239기라는 숫자는 시장의 크기가 넓음을 잘 대변하고 있음. 장기 안정성을 확

보한 저 전력 소형 센서라야 탑재가 가능함.)

1.4.1. 국내외 시장 여건

○ 시장 여건은 청신호임. 미국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을 

증거로 들만함.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구상의 바다는 육지의 크기를 크게 웃돔. 따

라서 지구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은 국제협력 외에도 다른 방안이 없음. UN

을 통한 협력 즉 UNESCO-IOC는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더 

큰 엄브렐라인 GEOSS (Global Earth Observing System of Systems) 등은 모두 

해양 관측 네트웍을 만드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그러므로 센서의 시장 크기

는 충분하다고 보임. 다만 공익성 프로그램들은 제품의 저가 공급을 주문하고 있

다는 점도 흘려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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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바다는 규모는 작지만 성격이 아주 상이하고 사람에 의한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오염될 처지에 놓여 있음. 선박에 의한 감시는 비효율적이고 비

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센서의 개발을 통한 자료 획득이 점차 강화되어야 함. 무

인자동 관측을 가능케 하는 센서의 개발은 매우 환영 받을 일임.

○ 이미 기술료를 받을 정도의 상용화된 해양 센서 특허 기술은 현재 없으므로 자유

롭게 센서 개발을 추진 할 수 있음. 광주과학기술원은 해양 센서 개발을 미래의 

먹거리로 지목하여 연구에 착수하였음.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는 OTRONIX와 공

동으로 차세대 관측 부이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포항공대는 해양과학대학원을 설

치하고 로보틱스 등 H/W 개발의 추진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음.

○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을 가진 유망한 분야를 들라 하면 반도체 기술이라 하겠

음. 그 다음으로는 LED기술을 들 수 있음.

1.4.2. 권장 센서 기술

○ SFET-X 센서

▪ 마이크로 반도체 기반 ISFET 센서들 가운데 ISFET-pH의 경우에는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음.

▪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이온용 감지막을 개발하기만 하면 그 물질을 잴 

수 있다는 데 있음.

○ LED-형광 센서/스펙트로미터

▪ LED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우수한 분야의 하나임. LED-Ocean

Optics STX Spectrometer는 소형화에 유리할 뿐더러 LED-Array-multiple spectrometer

센서는 bio-optics package를 구성하여 매우 다양한 물질을 함께 측정할 수 있음.

▪ 예상되는 측정 대상으로는 질산염 (UV-LED 필요), CDOM, 탁도, 엽록소a, PIC,

POC 등 매우 다양함.

○ LOC 기술 

▪ Lab-on-a-Chip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임. 나노 기술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도 경

쟁력이 있다고 보임. 화학 반응을 나노 수준에서 수행하므로 종전에 실험실에서 

분석하던 것을 현장에서 측정토록 하는 커다란 장점이 있음. 또한 규모가 작아

서 ALP 또는 생물에 쉽게 장착할 수도 있음.

▪ 이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선진국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임. 현재 수

심 2000미터에서 영양염을 재는 데에 성공했다는 것이 전부임. 센서가 원하는 

수준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LOC가 답임.

○ 생태유전자 센서

▪ 곧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미래에 해양의 유망한 자원은 기능성 단백질

임. 이러한 단백질을 현장에서 탐색하는 센서 기술은 현재의 반도체와 맞먹는 

지위를 누리지 않을까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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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유전자 센서 (ecogenomic sensor; 그림 4-3-12)는 microarray와 probe를 써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판독하여 기능별 그룹, 종, 생태 유형을 알아내고자 제안된 

것으로 머지않아 실현될 것임.

▪ 우리도 독자 개발에 나서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보임. 우리나라도 BT 강국 반열에 드니까 컨소시엄에 초대 받는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됨.

그림 4-3-12. 소형화 시킨 환경유전자 센서: 현장에서는 미생물의 

DNA나 RNA를 읽어 들이고 자료는 육상 실험실로 

송신함(Bowler et al., 2009).

2. 색소 센서 개발을 위한 3D-EEMS 방법 확립

2.1. 3D EEMs (3-Dimension Excitation Emission Matrix Spectroscopy)

○ 3D EEMs (3-Dimension Excitation Emission Matrix Spectroscopy)

▪ 분석대상물질의 여기(Excitation)파장별 형광(fluorescence)을 이용하여 그 강도를 

3차원적으로 구분해 내는 분광형광법으로서, 주로 유색용존유기물 (CDOM,

chromophoric dissolved organic matter)의 분석에 사용되고 있으며 형광특성을 

갖는 해수 중 식물플랑크톤 색소를 측정 및 분석에 적용 가능함(그림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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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색소는 3D-EEMs상의 특정 여기/방출파장에서 존재하므로 색소 별 peak

의 구분이 가능하며, 현재 3D-EEMs 방법으로 분석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색소는  

Chlorophyll a, b, c와 분해산물인 Pheophytin a, b, c등이 있음.

그림 4-3-13. 색소 별 여기파장과 방출 파장

그림 4-3-14. CDOM의 예(Zha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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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여기파장 (nm) 방출파장(nm) 용매

Bacteriochlorophyll a 360 795 ethanol

Chlorophyll a 430 668,713 acetone

Chlorophyll b 459/453 652,710/652 acetone

Chlorophyll C1 450 633,694 acetone

Chlorophyll C2 453 635, 696 acetone

Chl C2-MGDG 452 634, 695 diethyl ether

Chlorophyll C3 452 635, 690 acetone

Chlorophyllide a 426 667 acetone

Chlorophyllide b 454 6522 acetone

DV Chl a 439 663, 680 acetone

DV Chl b 462 652 acetone

MgDVP 439 625 diethyl ether

MV Chl c3 445 629, 690 acetone

Pheophorbide a 406 672

Pheophytin a 408 672 diethyl ether

Pheophytin b 434 658 diethyl ether

표 4-3-6. 색소 별 여기파장과 방출 파장

▪ 그러나 유색용존유기물과는 달리 식물플랑크톤 색소는 입자유기물이므로, 측정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식물플랑크톤 색소의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3D EEMs상의 색소별 위치를 파악하고, 특정 식물플랑크톤 종의 3D EEMs를 이

해하여 분광형광법을 이용한 식물플랑크톤의 엽록소 농도 및 종 구분에 적용하

고자 하였음.

▪ Peak의 확인결과, 알려진 여기파장과 방출파장 근처에서 색소 별 peak가 검출됨.

2.2. 3D EEMs를 이용한 분석 결과

○ 표준색소의 분석결과

▪ 엽록소 a (Chlorophyll a)

: 여기파장 430nm, 방출파장 670nm에서 가장 높은 peak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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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 엽록소 c2 표준색소를 분석한 결과 (농도: 8.61 ㎍/L)

그림 4-3-15. 엽록소 a 표준색소를 분석한 결과(농도: 3.16 mg/L)

▪ 엽록소 c2 (Chlorophyll c2)

: 여기파장 450 nm, 방출파장 635 nm에서 가장 높은 peak가 나타남.

Peak의 모양도 엽록소 a와는 다른 양상을 그림.

▪ 엽록소 b (Chlorophyll b)

: 여기파장480nm, 방출파장 654nm에서 peak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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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7. 엽록소 b 표준색소를 분석한 결과 (농도: 0.725 mg/L)

○ 현장 시료 분석결과

▪ 시료 채수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27일, 동해 (37° 01.14‘ N, 131° 00.55’ E)

▪ HPLC 분석결과 : Chlorophyll a, c2, c3와 Fucoxanthin, 19'-Butanoyloxyfucoxanthin,

19'-Hexanoyloxyfucoxanthin, β,β-Carotene, β,ε-Carotene등의 색소가 검출됨.

▪ 엽록소 a, c2는 예상된 위치에서 peak가 나타났으나, 엽록소 b는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음. 이것은 HPLC 분석결과에서 엽록소 b의 농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peak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그림 4-3-18. 동해 엽록소최대수심에서 채취한 시료의  HPLC 분석결과 

크로마토그램(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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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 c

Chl b

Chl aPhe a

Phe b

Chl a

Chl b

Chl c

Phe b

Phe a

그림 4-3-19. 동해 엽록소최대수심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 3D EEMs(2012.07.27)

○ 향후계획

▪ 색소 별 peak의 획득

- 분석완료 색소 : 엽록소 a, b, c2, c3 (4개 색소)

▪ 형광강도의 비를 이용한 색소 농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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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해저용 Benthic Lander 시스템 개발

3.1. 심해저용 Benthic Lander 시스템 개발 개요

○ 외국에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benthic lander에 비해 소형이고 운영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설계 및 개발

○ 2단 구조로 상단 부는 심해저용 부이를 장착하고, 하단 부는 챔버, microprofiler,

water sampler, controller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그림 4-3-20)

○ 전체 무게를 경량화하여 자유 상승시 필요한 부력을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심해저 

부이의 수량을 절감하여 제작비용의 최소화

○ Microprofiler를 소형화하여 benthic lander 프레임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개발

○ 제어부 및 계측장치의 하우징(housing)은 수심 3000미터에 해당하는 압력(300 bar)

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

○ chamber의 교반기 및 자동시료채취기, 전자제어부 등을 심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제작

Syringe
Sampler

Main Board Housing

Benthic
ChamberRelease

Buoy

3

11

그림 4-3-20. Benthic lander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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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해저용 benthic chamber

○ 배양용 챔버 및 뚜껑

▪ 챔버 뚜껑은 가로 및 세로가 390 mm, 두께 10 mm 인 PVC 재질로 제작(그림 

4-3-21)

▪ 배양수를 시간에 따라 채수를 할 수 있는 자동채수기용 멀티포트 장착

▪ 챔버 뚜껑에 2개의 마이크로센서 혹은 마크로센서를 현장에서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의 센서 홀더 설치

▪ 챔버 뚜껑은 자동 개폐가 가능한 이중 프레임으로 설계

▪ 챔버 뚜껑의 자동개폐 장치용 모터 하우징은 고압의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오

일을 채울 수 있는 구조로 제작했으며, 교반용 모터 하우징은 SUS316 재질로 

내압 하우징을 설계하여 제작

▪ 챔버 뚜껑 정 중앙부에는 시료 교반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

스터러 구동용 하우징

자동개폐장치
하우징

센서 홀더

자동채수기용
멀티포트

그림 4-3-21. Benthic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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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시료 교반기

▪ 교반기 성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그네틱 클러치를 개발(그림 4-3-22).

▪ 시료의 오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료와 접촉되는 모든 부품은 합성수지

(PVC, 아세탈 등)로 제작.

▪ 챔버내에서 시료의 충분한 교반 효과를 얻기 위해 4개의 회전 막대가 회전축에 

설치 (회전 막대의 총 길이 : 210 mm).

▪ 교반용 모터 하우징은 SUS316 재질의 내압 하우징으로 제작.

챔버 내부

15
4

? 210

그림 4-3-22. 교반기 및 챔버 내부 구조 모식도

○ 자동시료 채집기

▪ 50 mL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12개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그림 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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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시료 채집기의 주사기 작동은 스프링의 장력으로 하도록 하여 구조적인 단

순화.

▪ 모든 부픔의 재질은 SUS316로 해수 부식의 영향 최소화.

▪ 12개 주사기 중 첫 번째 주사기는 추적자 및 동위원소를 주입할 수 있도록 제작.

▪ 시료 채집 트리거와 위치제어는 모터에 원형 네오디늄 자석과 위치센서로 구성

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포트에서 회전하는 트리거의 각도는 각각 30° (360÷12)로 

설정.

그림 4-3-23. 자동채수기 구성도

○ Benthic chamber 프레임

▪ 심해저 부이 설치 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단과 하단을 쉽게 분해 및 조립이 

가능한 2단 구조(그림 4-3-24).

▪ 상단에는 원형 심해저 부이 (18.5 kg/개) 8개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

▪ 챔버 프레임은 랜더 프레임 하단에 위치하며 사각 셀(320 × 320 cm) 9개로 구성

▪ 배양용 챔버, 자동시료 채집기, microprofiler, 제어장치 등은 9개 셀에 무게 분

포를 고려해 쉽게 배치하도록 설계.

▪ 하단의 높이는 총 1000 mm이며, 이중 600 mm는 챔버 및 microprofiler를 장착

할 수 있게 내부 공간을 마련.

▪ 하단 끝단에는 시스템의 안정판을 5cm 간격으로, 총 20 cm 높이로 조절할 수 

있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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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

1
9
9
0

1100
110

0

장비 장착부

그림 4-3-24. 프레임 조립도

○ 위치 파악 시스템 구성

▪ 위치파악 시스템은 MetOcean 사의 Argos(그림 4-3-25)와 radio beacon으로 구성.

▪ 별도로 MetOcean 사의 Flasher와 자체 제작한 radar reflector로 야간 및 근거리

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

▪ Argos와 Flasher를 길이 60 cm인 장대에 부착하여 lander 프레임 상단부에 장착.

▪ Argos AS-900A의 세부 사양은 아래 표 4-3-7에 나타냄.

그림 4-3-25. MetOcean사의 Argo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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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r output 1 watt

Harmonics -40 db minimum

Battery Life 30 days

Battrties 4 alkaline 'C' cells

Operating and Storage 

temperature
-40℃ to +60℃

Ocean Depth Rating 24,000 ft. (7,300 m)

On/Off Control

Automatic pressure activated switch.

Beacon OFF below 10meters and ON above 

8 meters. Manual override ON/OFF control by 

rotating knob.

Transmit Frequency
ARGOS-II band (S1-S23, L1-L3)

401.6300 MHz - 401.6800 MHz

Antenna
Field replaceable 1/4 wave whip Zinc anode 

protected

Weight with Batteries
In air 3.6lb (1.6 kg)

In water 3.1 lb (0.95 kg)

Dimensions (exclusive of 

antenna)

18.5" long (470 mm),

 1.7" diameter (43 mm)

표 4-3-7. MetOcean 사의 Argos system의 규격 및 사양

○ 제어 및 계측 회로 개발

▪ 모든 제어 및 계측 시스템은 단일 전자 회로 보드로 설계되었으며, 초전력 소모

형으로 밧데리 일체형으로 개발(그림 4-3-26).

▪ 제어는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챔버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고, 시료 교반

기가 구동되며,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챔버 내부의 배양된 시료가 채집되는 순

차적인 작동 시스템으로 개발.

▪ 챔버 뚜껑에 장착된 용존산소 센서의 출력신호를 증폭하여 대용량 SD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게 했으며, 더불어 각 작동 시간 및 시스템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

여 장비 운영상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기록하도록 개발.

▪ 제어·계측 회로의 세부적인 기능은

- 제어를 위한 Real_time clock

- 다채널 Pico Ampere 센서신호의 변환 및 측정

- 측정된 자료를 SD 메모리카드에 저장

- 수중채수기 포트의 순차적인 작동



－ 430－

- Benthic Chamber의 뚜껑의 개폐

- Benthic Chamber 내부의 Stirrer 제어

- 수중 자동 회수장치의 작동

- PC 연결을 위한 Serial 인터페이스

- Weight release 시간 설정 및 작동

▪ 센서 신호의 입출력 및 PC 인터페이스를 위한 커넥터는 3, 5, 6 pin의 심해저용 

수중 커넥터로 제작.

그림 4-3-26. Benthic chamber의 정밀 계측 및 제어 보드

3.3. 심해저용 microprofiler

○ Microsensor용 motor-driven linear stage

▪ 3개의 산소 마이크로센서 장착이 가능하며, 전체 길이를 50cm 이하로 설계하여 

기존 장비에 비해 소형화(표 4-3-8, 그림 4-3-27).

▪ 모터 하우징의 재질은 아세탈이며, 직경 22 mm인 소형 DC motor에 정밀 가공

된 나사축(spindle)을 연결하여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화.

▪ 정밀 제어를 위해 소형 DC motor에 원형 엔코더를 장착하여 35 pulse에 25 μm

이동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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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모터하우징에 3M사의 FC-40 오일을 채울 수 있

도록 개발.

▪ 하우징 내부의 오일 부피를 보정하는 압력보정기는 소형 주사기를 가공하여 하

우징 뚜껑에 설치.

NO Designation Q'ty Specification

1 PF2-10.HousingTopCap 1 ea Acetal / White

2 o-Ring 4 ea AS NO.116, ID:18.72,  T:2.62

3 Motor 1 ea DC12V, Geared Motor

4 PF2-08.Housing 1 ea Acetal / White

5 PF2-09.Housing Bottom  Cap 1 ea Acetal / White

6 Retainer 2 ea ID:8, OD:15, T:8

7 PF2-03.Shaft 4 ea φ6, 145mm, SUS

8 PF2-11.Screw 2 ea M8-P1.0, SUS

9 PF2-07.Sensor  Holder-4 1 ea Acetal / White

10 PF2-04.Shaft-8 1 ea φ8, 145mm, SUS

11 PF2-19.Support 1 ea φ6.5, 2mm, SUS

12 PF2-02.Bottom Plate 1 ea Acetal / White

표 4-3-8. Microprofiler의 세부 규격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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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7. Microprofiler용 motor-driven linear

stage. 1) 소형 DC motor, 2) motor housing, 3)

O-ring, 4) linear stage

○ 정밀 제어 및 계측 전자회로 보드 개발

▪ 정밀 제어·계측 전자회로 보드에 3개 채널의 정밀 pA meter 내장(그림 4-3-28).

▪ 단일 보드에 센서 신호 증폭 및 모터제어 회로가 내장.

▪ 대용량 SD 메모리에 측정신호, 시간, 이동거리 등을 동시에 저장.

▪ 수동 및 자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베이드 프로그램 개발.

▪ 각 모드에서 센서 홀더(리니어 스테이지)를 50, 100, 200, 1000 μm씩 이동시킬 

수 있도록 내장 프로그램 수록.

▪ 전 기능을 마그네틱 스위치 혹은 RS-232 통신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 대형 LCD 인터페이스를 장착하여 시스템의 전 정보를 디스플레이.

▪ 초전력 소모로 72시간 연속 측정 가능.

▪ 소형화로 방수 케이싱내 (외경: 80 mm, 길이: 260 mm)에 밧데리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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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8. Microprofiler 제어기판 

3.4. Weight release system

○ 시스템의 균일한 무게 배분을 위해 하단 프레임 각 모서리에 weight를 넣을 수 

있는 사각 용기 장착.

○ 용기 하단에는 weight를 분리할 수 있는 열림 문을 장착.

○ 장비 투하시 시스템의 전체 부력이 -40 kg이상의 음성 부력, weight 탈착시 전체 

부력이 60 kg이상의 양성부력이 되도록 weight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그림 

4-3-29).

○ 열림 문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 와이어와 모터로 개발.

그림 4-3-29. 부력 측정 및 weight release system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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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장 실험

○ 일시 및 실험 내용

▪ 일시 및 장소 : 5월 24 ～ 5월 27일 동해 남동해역 수심 ~ 200 m 해역.

▪ 실험 내용 : 전 시스템 작동 여부 및 자유 낙하(free falling) 및 weight release

system 시험.

1
2

3

4

5

그림 4-3-30. 투하전 benthic lander 설치 1) Radar

beacon 및 flash, 2) 심해저 부이, 3) argos system, 4)

chamber, 5) weight release system



－ 435－

○ 실험결과

▪ Weight release system의 시간 설정 프로그램에 오류로 인한 weight release 미

작동으로 총 3회 투하 중 1회 성공.

▪ Microsensor pA meter에 비이상적인 노이즈 발생.

▪ 자동채수기는 성공적으로 작동.

▪ 기타 전 시스템의 작동은 성공.

그림 4-3-31. Benthic lander 회수 장면 

그림 4-3-32. 자동시료채수기에 시료가 채집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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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및 향후 계획

▪ 챔버의 용존산소 센서는 상용화된 광 용존산소 센서로 대체하는 것이 자료의 신

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Weight release system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탈착 시스템으로 구조 변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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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품질관리 제도개선

제 1 절 해양분야 표준화 관련 국외 사례

1. 중국

1.1. 중국 표준화 및 해양표준화 발전 역사

○ 중국의 표준화 사업의 역사는 1949년 10월 국가정무원 산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중앙기술관리국을 설립하고 중앙기술관리국에 표준규격처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음.

○ 이후, 1957년 국가계획위원회 내에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표준국을 설치하여 전

국의 표준화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중국의 국정에 근거하여 국가표준과 부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의 표준화업무는 본격적으로 시작됨.

○ 1979년 7월 31일 국가정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관리조례’를 공표하여 

중국 표준화를 국가표준, 직업표준과 기업표준 3가지로 분류하며, 국가표준과 전

문표준은 정부주관부문에서 제정ㆍ고시하되 전문표준은 국가표준총국에 등록을 

하며, 기업표준은 기업부문에서 제정함.

○ 1989에는 “중국인민공화국표준화법”을 제정하여 좀 더 발전된 중국의 표준화법 체

계 및 표준화관리ㆍ운영체계가 마련되었음. 뒤이어 국문원은 1990년에 “중화인민공

화국표준화법실시조례”를 제정하여 표준화법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

▪ 이 밖에 계량검정요원 관리방법, 계량표준심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중

화인민공화국계량법실시세칙 등의 관련 법규가 있음.

○ 중국의 해양부문에서의 표준화 작업은 비교적 빨리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표준화

에 대한 작업은 그 관리기구나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로도 이어지고 있음.

○ 이미 해양표준화를 전담하는 법률 및 방법 등이 제·개정되고 있으며, 기기검교정·

관측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해양표준화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발하

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의 표준기술, 표준물질에 대한 개발과 연구

는 물론 해양표준화에 대한 수요발굴을 통해 해양 분야에서의 표준의 제·개정을 

이어가고 있음.

▪ 2012년 현재, 243개 항목의 국가 표준과 업종 표준이 있으며, 해양수질, 해양생

물, 해양퇴적물을 비롯한 선박부식생물 표준물질, 유류첨가성분 표준물질 등의 

표준물질도 개발함.

○ 이에 따라 198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해양기기 검·교정 및 표준화 작업은 현재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세분화된 영역별 표준화 작업

을 계획하고 있음.



－ 441－

○ 특히, 1997년 “해양표준화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은 국가해양국에서, 기술부분

은 국가해양표준화계량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는 중국 해양표준화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을 뿐 아니라, UN 체계 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표준의 허브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

1.2. 중국 해양표준화 관리 시스템

○ 중국은 우리나라 및 다른 국외사례와는 다르게, “해양부문의 표준화”라는 국가 표

준화 사업의 독립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의 거시정책 및 해양정책과의 연계, 해양경

제 발전 및 해양관리와의 실질적 연계를 도모하는 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어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표준화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고할만함.

▪ 특히 중국 해양표준화는 국가 5개년 사회·경제발전 계획실시 기간 중 2006 ∼

2010년 사이 처음으로 “해양표준화 발전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한 이후, 2011

∼ 2016년까지의 두 번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해양표준화 사업

을 전개함.

○ 우선 해양표준화 영역에서의 법률 프래임워크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중국 해양표준화 관리방법

▪ 해양표준계획사업 입안 절차 규정

▪ 전국 해양표준화 기술위원회 규정 및 사무국 세부사업규칙

▪ 해양계량사업관리잠정규정

▪ 중국근해 해양종합평가조사의 감독관리방법

○ 또한 그 밖에 해양표준화 작업 관련 지침 등도 있음.

▪ 해양표준화 체계표

▪ 해양표준물질 체계표

▪ 해양환경표준 체계표

○ 조직기구는 국가표준관리위원회가 전국 표준화 사업을 관리하며, 국가해양국이 전

국 해양표준화 사업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표준화 법률, 행정법규, 실시방법을 제정

▪ 관련 계획 및 사업을 제정 실시

▪ 국가해양표준을 제정

▪ 해양의 업종표준의 제정·수정 및 업종표준의 제정·수정·심사

▪ 해양표준 실시에 대한 감독, 홍보 

▪ 해양표준 실시를 위한 예산배정 등  

○ 전국해양표준화기술위원회를 두어 해양표준 제정 및 수정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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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가해양국의 해양표준화 사업추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중국 천진에 소

재한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에 위탁 및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음.

○ 즉, 중국의 해양표준화 관리는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해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해양국은 업무를 직접관리하고, 국가의 표준화

를 담당하는 국가질량검사총국은 업무의 감독․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

○ 해양부문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는 중국의 해양표준화 

관리를 대별하는 기구로서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종합사무실, 업무부, 기술법규부문, 품질감독부문, 계량실, 검사센터 등으로 구성

▪ 해양표준화기술위원회 사무국과 국가계량인증해양평가심사 사무실이 있음

○ 또한 주요 업무는 해양표준화 관련 정책 및 법규 개발에서부터, 기술지원 등 다양

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 전국 해양분야 표준화, 계량관리와 품질감독을 수행, 해양관리, 해양경제발전, 해

양과학기술발전과 국방과 관련된 기술지원 

▪ 관련기술, 전국해양표준화샘플수집기술, 표준화효과평가기술 등 연 구 관리

▪ 해양국가표준과 업계 표준의 제정(수정), 전국해양기준의 표준화기술 심사 등.

▪ 해양학 특수 절댓값의 계량기준과 표준의 설치와 보존 연구, 계량검정 시스템 

제정연구, 해양계량검정, 검사 및 교정방법 연구, 계량검정규칙 제정 등.

▪ 해양조사, 관측, 모니터링, 감시 등의 설비·수행과정 및 데이터 상품 품질 감독 

▪ 해양설비, 담수 처리시설 및 표준물품 등의 검사, 환경테스트 및 해양 전용 제품

의 명명, 모델관리, 해양작업 계량기구의 등록과 사용허가증 발급 등.

▪ 국가해양국 위탁의 기타 업무

○ 중국의 해양표준화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해양분야의 특화된 독립영역을 구축하고 

있어 해양강국 실현을 통한 국가발전의 국가의 정책적 투시를 잘 반영하고 있음.

▪ 해양표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표준 관리 방법을 해양 분야에 응용하는 방식을 운영

○ 중국의 경우, 해양표준화를 관리하는 국가해양국-국가해양표준계량센터 등으로 일

원화 되어 있으며, 법률, 정책, 실시 시스템이 비교적 체계화 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표준화의 개념과 범위를 단순히 해양관측·측정을 위한 기기의 검교

정 및 정도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해역사용관리, 해양환경보호, 해양감찰 집법 강화,

해양경제 통계, 해양용어, 등의 다양한 해양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11월에 신청해 2012년 5월에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유치에 성공

하면서 아직까지 초기단계인 해양분야 표준화에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

▪ 향후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39개 성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 지역의 

구심점 역할 수행하면서 국가 해양표준의 국제표준화는 물론 국내의 해양표

준체계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전망.

○ 해양표준화 관리의 중심기구인 중국 해양표준계량센터는 대기, 해양 영역을 아우르



－ 443－

는 통합된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IOC- WMO- JACOM이 지정한 아시아태

평양 지역 기기검교정 평가 센터를 유치할 만큼 앞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우리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해양자료의 표준화 및 기기검교정 작업은 정착되지 못한 

분야인 바, 우리에 비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진 중국의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

보교환이 필수적일 것임.

○ 해양자료 및 관측장비, 관측방법의 표준화가 생성되는 자료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며, 해양분야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바탕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동일영역에서의 인식과 사업추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시사 하는 바가 큼.

그림 5-1-1. 중국 해양표준화 관리체계

2. 일본

○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의 인정기구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

정기구로는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 산하의 IAJapa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일본적

합성인정협회(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JAB), 일본화

학시험소인정기구(Japan Chemical Laboratory Accreditation, JCLA) 등이 있음.

○ 각종 측정장비를 교정, 시험하는 기관으로 일반사회법인 일본해사검정협회가 있음.

○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인정활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인정

기구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미량물질의 정확한 측정을 통한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IAJapan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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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소분야 인 정 범 위

환경

대기 무기가스, 유기혼합물, 중금속, 미립자, 방사성핵종

물

각종 물, 환경수(강, 호수, 바다 등), 폐수(생활폐수 및 산업

페수), 중금속, 유기혼합물, COD, BOD, 총질소, 총인, pH, 

유기인 혼합물, 방사성 핵종

토양
총수은, 유기인 혼합물, 총클로로아세토페논, 농업화학물질, 

PCBs, 염소화탄화수소, 중금속, 방서성 핵종

잔류물 염소화다이옥신, 염소화향료 등

표 5-1-1. 일본화학시험소인정기구의 환경 분야 인정범위 

계량증명사업자 인정제도인 MLAP가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MLAP 사업

의 시행과 함께 다이옥신과 같이 특정 환경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는 시험소는 

MLAP을 통하여 NITE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환경 분야에 대한 인정활동은 일본화학시험소인정기구(JCLA)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JCLA는 환경 분야 이외에 화학분야의 시험기관에 관

한 인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민간분야의 표준방법과 자체 시험방법

(in-house testing methods)은 물론 국제 및 국가표준에 의해 검증된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인정활동을 수행하기도 함. JCLA가 제공하는 

환경 분야의 활동은 대기, 물, 토양, 잔류물 등을 포함함.

○ 일본의 경우 환경 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만 인정활동을 수행하는 단일한 

인정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다양한 인정기구의 활동을 수용하고 있

는 일본 인정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JCLA는 환경과 연관이 있는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고,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IAJapan이 MLAP을 운영하고 있으며, JAB에서는 적합성 평가의 일환으로 환경 

경영 시스템 심사 등록제도와 관련된 인정등록사업 활동하며 환경 분야에 관한 

인정 활동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의 정도관리는 1975년부터 환경측정 분석의 신뢰성의 확보 및 정밀도의 향상

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분석 기관의 측정 분석 능력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환경

측정분석 통일정도관리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카드뮴이나 질소 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균일하게 조제된 환경실험시료를 전국의 환경측정 분석 기관에 송부

하고, 그 분석 결과와 사전 처리 조건이나 측정기기의 사용 조건등과의 관계, 기타 

분석 상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 검토ㆍ해석하고, 환경측정 분석의 정밀도

향상, 환경측정 데이터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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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매년「조사결과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분석상의 유의점이

나 분석 결과에 관해서 분석 기관에 기술적인 문제점 등을 피드백하고 있음.

○ 정도관리조사의 기본

▪ 전국의 분석 기관에 있어서의 데이터 편차에 관한 실태 파악.

▪ 참가 기관의 분석자가 자기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환경측정 분석 기술

의 한 단계 향상을 도모하는 기회의 제공.

▪ 각 분석법의 득실의 관점에서, 분석 방식, 분석 기술의 체크와 리뷰의 실시.

위탁등 연락 보고

균일한 시료의 배부

분석자 자신이 자기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파악
분석기관 A 분석기관 B 분석기관 C 분석기관 Z

분석결과, 전처리 조건 등의 보고

그림 5-1-2. 환경측정분석 통일 정도관리의 실시체제

3. 미국

3.1.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미 상무부 내 비-규제 연방기관임. NIST는 측정과학,

기준, 기술을 경제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미국의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촉진함.

○ NIST는 미국의 기술 기반구조를 발전시키고 산업계가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함.

○ NIST의 과학과 기술의 연구와 서비스는 국립 해양 품질보증 분석 프로그램

(NMAQAP)과 해양 건강 생물과학 분야에서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해양 업계에 

제공됨. 이 전략적 협동의 주요 부분으로 NIST는 NOAA의 홀링스 해양 실험실

(HML)의 파트너이며 이 연안 연구시설에 실험실을 운영하고 연구인원을 상주시

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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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연구인원은 다른 HML 파트너와 국제 해양과학 연구자들과 협동하여 환경조

건과 해양 유기물과 인간의 건강 간의 연계의 이해에 필요한 과학지식을 제공하

고자 함.

○ NIST는 또한 여러 화학 실험실에서 화학적 측정 품질보증 방법을 개발하여 그 활

용을 주관함. 이 방법은 해양환경 샘플(특히 오염물질에 대해)을 분석하여 분석적 

기준을 개발하고 물질을 통제하여 법규, 건강, 교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연안관리 

결정이 유효한 화학적 측정에 근거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또 NMAQAP으로 

NIST는 해양과학계와 전략적 협동을 쌓아 해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측정기술을 

발전시킴.

3.2 국가환경시험소인정협의회(NELAC; National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tion)

3.2.1. 기능

○ 미국은 자율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시험 및 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조정이 미약했으나, 1994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과 정

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국가환경시험소인정협의회(NACLA; National Cooper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주관 하에 1994년 환경 분야에 대한 국가

환경시험소인정협의회를 설립함. NELAC는 2000년 미국 표준기관인 NIST와 양해

각서를 체결함. 이 양해각서에 의해 NIST가 숙련도 시험을 주관 할 수 있으며 수

질분석(폐수분야 제외)에 사용하는 표준물질(RM; Reference Materials)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표준소급성을 확보하도록 함.

○ NELAC의 국가환경시험소 인정프로그램(NELAP; National Environmental Laboratories

Accreditation Program)은 NELAC에서 정한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시험기관들을 

인정하는 제도임.

○ 환경시험소 인정프로그램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소의 기준이 없는데

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임. 또한 EPA에서는 별도의 인정프로그램을 운

영하는데 이는 환경이 공중보건과 인간의 생존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 및 규제적 성격을 반영한 결과임.

○ NELAC는 환경시험소의 검사와 운영을 위하여 주 및 연방정부의 자발적 연합체

로 설립됨. 비록 정부의 자발적 연합체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매년 2회에 걸쳐 개

최되는 회의와 위원회를 통해 민간분야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NELAC는 ISO/IEC 17025와 ISO/IEC Guide 58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합의과정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된 NELAC 표준들은 인정기관이 인정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토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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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NELAC 표준들은 NELAP에 의해 인정된 시험소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

준 이상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음.

○ NELAC 표준들의 특징은 유연한 시스템에 있는데, 이는 EPA에 의해 위임된 규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주의 운영절차나 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NELAC 표준들은 매년 검토하여 불일치한 부분의 수정, 개선, 추가 그리고 새로

운 규정, 국제 표준 채택 등을 수행한다. 새로 승인된 표준은 NELAC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일반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2년의 유예기간은 각 주의 인

정기관이 새로 승인된 표준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하여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

기 위한 것임.

○ NELAC의 모든 작업은 자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의 명령이나 EPA의 규정

을 필요로 하지는 않음.

▪ 하지만 주 및 연방정부는 관할 지역 내의 인정기관에 대하여 NELAC 프로그램

에 대한 참여명령을 내릴 수 있음. 또한 NELAP은 다른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

된 시험소도 연방정부 및 각 주가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NELAC 표준들을 집행하는 NELAP에 주 및 연방정부의 소속기관이 인정기관

(Accrediting Authorities)으로 참여하도록 EPA가 프로그램을 조정함.

○ NELAP의 인정제도는 EPA의 우수 실험실 인정제도(Good Laboratory Practices,

GLP)에서 다루고 있는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과 살

충제, 살균제, 구서제 등에 관한 연방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을 제외하고는 모든 환경시험소에 EPA 프로그램을 적용함.

○ NELAP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주의 인정기관들은 모든 형태의 분석에 대한 인정프

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분석만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어떤 주는 식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화학과 미생물 분야에 대해서

만 시험소 인정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주는 EPA의 5개 법령에서 기

술한 모든 형태의 매개체(유해폐기물, 폐수, 식수, 대기, 토양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음.

○ 인정의 범위나 인정프로그램의 규제적 또는 자율적 성격 등에 관한 규정, 시험소

의 형태, 평가 수수료, 제3자 평가사 도입 등은 모두 해당 주의 선택사항이나 

NELAP 인정기관 간의 상호인정은 필수적임.

○ 원칙적으로 NELAP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소는 해당 거주 지역 주정부의 인

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만약 해당 주가 NELAP로부터 승인된 인정기

관이 아닌 경우 시험소는 다른 주의 NELAP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

음. 또한 해당 인정기관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이나 분석을 수행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다른 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음. NELAP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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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능은 인정기관에 대한 표준개발과 표준채택이라 할 수 있으며, 직원 요건 및 

연간 운영예산에 대하여 EPA로부터 지원을 받음. 현재의 NELAC은 주 및 연방정

부의 대표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경우 ELAB을 통해서만 자문하

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은 이러한 환경 분야의 인정기구를 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인정기구의 안정

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

고 있음. 또한 환경 분야의 인정제도 도입과 연관이 있는 민간 및 공공기관의 제

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 있음. 이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은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현장에 적

용하는데 필수적인 사전 단계임.

○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은 환경 분야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정체

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체계는 각 주 정부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

식으로 여러 개의 인정기관들이 있고 그 위에 NELAP가 있는 2 단계의 체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2006년 11월 6일에 NELAC와 NELAP 그리고 연구기능인 환경

시험소 국가인정을 위한 연구소(INELA, Institute for National Environmental

Laboratory Accreditation)가 통합되어 TNI(The NELAC Institute)가 발족하게 됨.

TNI가 발족하면서도 새로운 인정업무를 하지만 기존 인정도 그대로 유지되어 2,000

여개 기관이 인정을 받은 상태이며 숙련도 시험 항목은 약 720개 항목에 달함.

3.2.2. 다른 인정기구와의 관계

3.2.2.1. NELAC

○ NELAC은 환경보호청(EPA)의 관여와 지원하에 미국내 환경분야 인정관련 프로그

램, 표준, 규격을 협의하며 실재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Accreditation

Authority)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함. NIST NVLAP은 환경분야와 관

련한 시험항목으로 석면섬유 분석의 시험에 대한 인정활동만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 NELAC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환경분야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물질을 제

공하는 업체에 대해 NIST가 숙련도시험(PT)을 실시하여 NELAC의 인정활동과 결

과물에 대해 국제적인 소급성을 확보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즉, NELAP에 

의해 운영되는 인정기관의 공인을 위한 평가와 숙련도시험은 NIST가 감독하는 숙

련도시험 제공자의 표준물질, 참고물질을 사용함으로써 NIST의 품질관리 체계와 

공신력을 확보하게 됨. NELAC은 2002년부터 NELAP 5장-Quality System, 시험․

분석 품질관리에 관련된 내용의 차례를 ISO17025, Guideline 58과 일치시키는 작

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체 규정을 국제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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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NVLAP(The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 NVLAP은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기술서비

스(Technology service)내에 표준화 부서(Standard Service Division)의 일부분임.

NVLAP은 시험, 교정실험실의 제3자 인정기관(third-party accreditation)으로 

NVLAP의 인정 프로그램은 국회의 명령, 연방정부의 행정업무, 민간부분 조직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음.

○ NIST와 NVLAP은 최소한 3가지 면에서 NIST 실험실과 파트너관계를 맺고 있음

(1) 새로운 실험실 인정 프로그램(LAP)이 고려되어 질 때, NIST 실험실은 NVLAP

영향을 주고 관련 있는 산업, 정부, 그리고 실험실 대표자가 회의를 통해 프로

그램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게 됨.

(2) LAP의 설립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NIST 직원은 NVLAP 직원과 함께 일하게 

됨. 그들은 실험실 전문적 지식을 평가받는데 유용한 기술적 한계를 발전시키기

는 일을 하게 됨.

(3) LAP이 설립이 된 후에 NIST 실험실 직원은 실험실 평가에 기술 평가사

(Technical Assessor)로서 새로운 LAP에게 전문적 지식과 실험실 숙련도 시험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줌. 11개의 NIST 실험실 부서는 현재 NVLAP의 시

험 실험실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이 제공 중임. 10개 이상의 부서가 NVLAP의 교

정 실험실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고 있고, 2개의 실험실 부서는 화학적 교정실험

실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NVLAP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음.

○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석면 분석 프로그램(Asbestos Fiber Analysis Program)을 운영

하고 있는데 NVLAP의 석면분석 프로그램은 공법(public law) 99-519에 잘 기록되어 

있음. 이 법은 NIST가 석면이 포함된 물질의 벌크시료 혹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 특성화된 시험방법을 사용한 석면의 공기 시료 모두를 

분석한 실험실의 인정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임. 1986년부터 NVLAP과 CSTL(Chemical

Science Technology Lab)의 표면과 미세분석과 (Microanalysis Science Division) 사

이에 파트너십은 석면을 시험하는 실험실이 사용할 수 있는 4가지의 표준물질을 만

들었음. 1989년 이후에 전체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숙련도 시험에 적용 가능한 데이

터가 이 프로그램의 시험방법과 기술조건을 평가하고 분석하였음.

3.3. 미국의 품질보증 계획(Quality Assurance Project Plan)

○ 미국 EPA의 품질관리체계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관리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정책단계에서 범국가적인 품질관리체계를 합의하고,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

도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를 수행함. 이러한 품질경영계획이 수립되면 각 과제별

로 모든 작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요건들을 품

질보증사업계획을 통해 체계화하고 있음.

○ 또한, 미국 EPA에서는 EPA의 자금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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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위와 같은 품질보증계획(Quality Assurance Project Plan; QAPP)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는 분석자의 요건, 시료채취 방법, 분석방법, 분

석결과의 관리 및 보고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므로 모니터링 사업의 목적을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USGS에서는 수질측정의 정도관리를 위해 미국 주요 수계(표층수, 지하수)에 

대해 1991년부터 국가수질평가프로그램인 NAWQA(National Water-Quality Assessment)

을 시작하였음. 이 평가 프로그램에는 바탕시료, 회수율시료, 반복시료 등을 채취하

여 편향(bias), 정밀도(precision)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974년부터 시작한 

수질 화학적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는 정도관리용 시료의 비율을 시료 

성상별로 각각 10 ～ 20% 정도 되도록 하여 정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QAPP 보고서의 기본인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QA/QC(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을 수행하므로 그 정확성을 보증하고 있음. QA/QC 항목으로는 정밀성,

정확성, 반복성, 적합성 등이 있음.

○ EPA의 안내서에 따르면 QAPP 보고서에는 24개의 개별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하

지만 24개의 개별요소 모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의 목표, 목적, 범

위, 데이터 사용 그리고 검토자의 자문 등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 될 수 있음. 구

성 파트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 사업관리, 측정 및 데이터 확보, 평가와 검토,

데이터 보증과 활용성 등이 있음.

○ 이러한 QAPP는 일반사항, SOP, DQI(Data Quality Indicators), DQO(Data Quality

Objectives)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DQI가 어떤 측정기관의 정도관리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임. 정도관리의 모든 과정은 SOP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상세한 과정을 

거친 후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성함.

○ DQI에 이용되는 중요 척도로는 정밀도(precision), 정확도(accuracy), 편향성 (bias),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비교성(comparatibility), 완전성(completeness) 등이 있음.

이 외에도 감도(sensitivity), 회수율(recovery), 검출한계(detection limit), 인정보고 

한계(certificated reporting limit), 반복성 (repeatability), 및 재현성(reproducibility)

등이 있음. 모든 측정은 측정매개의 대표가 되도록 수행되며, 정밀도와 편향에 대

한 DQO는 측정기기와 방법의 검증학습, 각 사업의 비교사항에 대한 선행 지식에 

기초함.

○ 수동 측정의 경우 정밀도, 편향성, 정확도, 비교성, 완전성, 대표성 등이 있으며, 자

동 측정일 경우는 검출한계, 매질효과, 측정방법 및 기기검정의 직선성, 교정 후 

시간경과에 따른 측정 차이, 측정방법 및 기기 교정의 직선성, 검정 후 시간경과에 

따른 측정 차이에 의한 정도 효과, 측정의 반복성, 시료의 보관 과정 및 표준시료 

유효기간에 의한 정도 효과, 측정기기의 검정, 표준시료의 정확성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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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나라 표준화 체계 및 관리현황

1. 국가 표준화 체계

○ 우리나라는 산업분야별로 2만 4천여 종의 한국산업표준과 정보통신 분야 표준

(KS/KICS)을 운영 중임.

▪ 19개 부처 86개 법률에서 2만 3천여 종의 기술기준을 운영 중.

○ 또한 산업기술의 정밀도 수준을 가늠하는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측정데이터의 정

확도 및 신뢰도를 부여하기 위한 참조표준 DB센터를 지정·운영 중임.

○ 표준인정업무는 지식경제부에 기술표준원을 설립하여 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 및 

기관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음.

○ 이러한 인정업무는 국가표준기본법과 ISO/IEC 17011규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가 교정기관 인정, 시험기관 인

정, 검사기관 인정,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5-2-1. 우리나라 국가표준 현황

국가표준

KS/KICS 측정표준/표준물질 참조표준 기술기준

23,386/538종 166/761종 28종 23,252종

지경부/방통위 교과부․지경부 지경부 각부처

<출처: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측정관련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원을 

설립하였음.

- 우리나라의 국가표준분야는 길이, 질량, 부피, 압력, 온도 등 총 32개의 육상분야 국

가측정표준분야가 있음.

- 이러한 표준분야에 대해 국가에서는 자료의 소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교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에,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파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부문의 표준화 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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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국가(임의/강제) 표준체계

2. 국가 분야별 표준화 관리현황

2.1. 국가표준 분야

○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 목적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무부처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정책과)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

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 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

(제8조)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 :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측정단위를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로 구분하고,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지정하

고,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

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측정기기의 교

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법정계량,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과 함께 국가측정표준 확립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맡기고 있으며,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품인증,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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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시험․검사기관 인정,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

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정보통신, 첨단융

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하고,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

류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하며,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함.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54호)

▪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지정

제도("인정업무") 확립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교정기관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내에 한국인정

기구를 두고 인정기구의 업무로 1. 인정기구의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인기

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인기관 인정업무

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

에 관한 사항, 6.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숙련도시험 운영

에 관한 사항, 8. 평가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10.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인기

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인기관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인기관의 인정분야는 길이 및 관련량, 질량 및 관련량, 시간 및 주파수, 전

기․자기/전자파, 온도 및 습도, 음향 및 진동, 광량, 전리방사선, 물질량분야로 

분류함. 다만,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 공인기관의 인정범위는 측정분야, 분류번호 및 교정항목(또는 품목), 교정방법,

측정범위, 교정․측정 능력을 포함하여 인정함.

▪ 공인기관 평가 및 인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법, 시행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

정이외에 1.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

사항, ISO/IEC 17025:2005), 2. 분야별 추가 인정기준, 3.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

지를 위한 지침, 4.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5.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6.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7. KS Q

ISO/IEC 17025(ISO/IEC 17025:2005) 해설서, 8.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

한 기본지침이 있음.

▪ 인정절차(제4장),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인정범위 확대 및 갱신평가(제5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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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제6장), 숙련도시험운영기관, 교육기관 지정 등(제7장), 대외협력활동 등

(제8장),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유지 등(제9장).

○ 이외에도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55호, 2012. 2. 17],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320호, 2008. 6. 20],

교정측정 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145호, 2012. 3. 27],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59호, 2012. 2. 17],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11호, 2009. 9. 16],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300호, 2011. 8. 22],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571호, 2012. 10. 23] 등이 있음.

2.2. 환경분야

○ 환경분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66호, 2012. 2. 1)

▪ 목적 :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

▪ 주무부처 : 환경부(녹색기술산업과).

▪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

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먹는물,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토

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10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6조).

▪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제9조).

▪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 승인한 내

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

검사를 받아야 함.

-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정도검사의 기준․주기․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제11조).

▪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

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다만, 「국가

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검정의 대상․기준․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제12조).

▪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제13조),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

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측정대행업)을 규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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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을 하는 자 중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정도관리"]을 할 수 있으

며, 정도관리의 판정기준은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와 시험․검사기관

에 대한 현장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함(제18조의2).

▪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두고 있음(제5장).

2.3. 기상분야

○ 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 제11060호, 2011. 9. 16)

▪ 목적 :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

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주무부처 : 기상청(기상관측표준화과).

▪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관측기관")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 

록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법 제4조). 기상관측의 표

준화시책에는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4. 기상관측자료의 원

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 기상관측기준은 1.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관측장소, 관측소의 위치, 관측소의 주변환경)과 같고, 2. 법 제4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온도계, 기압계, 풍향계, 풍속계, 강수량계, 강수유무계)이며,

3. 법 제4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음.

▪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함.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함.

▪ 기상관측기의 검정 : 기상측기(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풍속계, 일조계,

일사계, 강수량계, 증발계, 2종이상 기상측기가 합해진 기상측기)의 제작․수

입․설치 또는 수리(“제작등")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작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함.

-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함. 즉,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및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와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면제(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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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 : 종류별로 5년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함.

▪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함.

▪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상관측표준화법으로 규정한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2012. 8. 23, 기상청훈

령 제734호)을 제정.

▪ 기상관측표준화 업무는 관측정책과에서 총괄하되, 담당부서에서 기술기준 및 고

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측정책

과와 협의하도록 함.

▪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타 관측기관에 대한 이용권 제한, 이용자격 및 이용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를 둠.

▪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관측환경정보를 수록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그리고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의 표준화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

표준화 현장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측시설 현황파악 및 등급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해양분야 표준화 시스템 

3.1. 표준화 관리 현황

○ 해양분야에서 측정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정도관리제도는 해양환경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

산과학원 고시 제2010-1호, 2010. 3. 10)에 근거하고 있음.

○ 해양분야의 정도관리는 측정분석 능력 인증을 받은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기술인

력, 시설, 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

증하는 것으로 정의됨.

○ 해양분야 정도관리 실시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다가 해양환경관리공단

으로 이전되었음. 그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영향평가대행자, 국가ㆍ지

자체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 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에 대해 매년 정도관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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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정도관리 제도 흐름

○ 측정분석능력을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도관리를 함. 이 정도관리

는 크게 현장평가와 숙련도 시험으로 구분되며 전반적인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에서 수행하는 정도관리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표준분야는 육상분야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해양 분

야에서 중요한 전기전도도(염분), 수압(방수)에 대해서는 국가교정 분야가 없어 국

제표준에 준한 자체 교정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 해양관측․조사 표준화와 관련하여 현재 단일의 법규는 없는 상황이고, 해양과학

조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발전기본

법 등 개별법에서 각 법의 입법목적에 맞는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

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각 대학의 해양관련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해양관측․조사는 그 지역이 육상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사용하는 기기와 인력,

관측환경과 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해양관측 조사기관간 또는 연구자에 따라 측정결과가 

상이하게 제시되어 기관의 관측․분석 능력과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3.2. 해양분야 표준화 관리 주요 법률 

○ 해양관측․조사와 관련된 법규로는 해양과학조사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음.

<해양과학조사법>

○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우리 관할해역을 조사할 때 주로 적용되는 법률임. 따라

서 동 법에서 해양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해양환

경관리법 내용과 중복되며, 해양과학조사법의 타국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부적절함.

▪ "해양과학조사"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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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

정(법 제2조 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통합된 법

으로서 해양관측업을 수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해안전을 위한 수

로조사 위주의 법률임.

▪ “수로조사”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

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

를 말한다(법 제2조 11호)고 규정하고 있음.

해양관측 업무 표준화 규정(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69호)

- “해양관측”이라 함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측정 또는 

해수, 저질 등의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행위로 조석 등의 해수면 변화, 조류해류 

등의 해수유동, 수온염분파랑 등의 해양물리 특성, 해양기상에 관련되는 제 현상

의 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제17조 1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해

양환경 정도관리, 품질평가, 측정 분석기관의 인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양환경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평가대행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

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령 제7조).

○ 정도관리 실시 

▪ 정도관리란 시료채취․분석․자료처리 등 분석과 분석 전후의 모든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인력․장비․환경 등의 요소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오류의 원

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하며 오류가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대응조치(법률적 방어) 및 정책수립(의사결정)을 하

는 모든 노력.

▪ 장관은 대상기관에 대해 매 1년 마다 정도관리(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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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 실시(법 12조,

규칙 제7조)하고,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인증,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대상기

관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정도관리 실시(법 제13조 및 규칙 제7조).

▪ 해양환경상태의 측정․분석․검사에 필요한 장비․기기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제작

ㆍ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

아야 함(법 제110조 제1항).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사용

되는 표준용액․표준가스 표준물질(교정용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제110조 2항).

○ 실시현황 

▪ 2010부터 영양염류 등에 대한 부분 정도관리 시행(해양환경관리공단).

▪ 2011년 해수수질(8개 항목)-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

총질소(TN), 총인(TP),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2012년 해양퇴적물 중 미량금속 (6개 항목 : 구리, 납, 크롬, 카드뮴, 아연, 니켈).

▪ 2013년 해양생물 중 미량금속 .

▪ 2014년 해양퇴적물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2015년 해양생물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2016년 해수중 미량금속.

○ 정도관리 기술개발

▪ 정도관리 기술개발

▪ 표준물질 제작 및 배포 : 1) 다양한 농도 범위의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표준물질 

은행을 운영, 2) 보관된 표준물질의 농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숙련도 시험 신청기관에 배포.

▪ 표준작업절차서(SOP) 개발 및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 : 해수수질, 해양퇴적

물, 해양생물 분석법에 대한 표준작업절차서를 개발하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

정 시 반영.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국토해양부고시, 2011. 12. 30)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분야,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도관리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분야로는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물이며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규정에는 숙련도시험 평가기준, 현장평가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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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14호, 2010. 12. 8).

▪ 이 시험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해양배출처

리기준에 따라 별표 6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

부를 판정한 측정 결과의 정확도․정밀도 및 분석 방법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배출 대상 폐기물에 관련된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함.

▪ 정도관리평가분야(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규정 5조) 하고 있으나 시험기준이 폐기물에 관련된 

기준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임.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181호, 2008. 12. 30)

▪ 이 규정은 국토해양부 및 소속․유관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

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를 위한 대상은 1.「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조 규정

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사업, 2.「해양과학조사법」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

른 해양과학조사사업, 3.「해양환경관리법」제9조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사업 , 4. 「해양환경관리법」제77조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5.「해양환

경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의 폐기물모니터링

사업, 6.「수로업무법」제7조 규정에 따른 수로조사 중 해양관측 조사사업, 7.

그 밖에 국토해양부 및 소속․유관기관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환경 

관련 사업 포함).

▪ 국토해양부는 국가해양환경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제8조 2항), 동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화 기관별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제8조 3항)하고, 해양환경자료 생산기관과 일반국민

에게 해양환경정보를 공개(제9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와 관련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국가 차원에서 해양환경자료의 표준화를 포함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검정․정도검사 등에 관한 규정(안)(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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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의 방법과 기

준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존산소 측정기, 화학적 산소

요구량측정기, 총질소 측정기, 총인 측정기, 총유기탄소 측정기 등 5개 기기에 

한정(규칙 61조)하면서 구조와 성능기준, 성능시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기준과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5개 기기의 연속자동

측정기에 대해 일반사항, 기술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술사항에는 설치규

격, 구조, 성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정도검사시험방법으로는 구조확인의 결과

는 적합 및 부적합으로, 성능기준의 결과는 적합 및 부적합, 숫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존산소 시험방법과 총유기탄소 응답시간 시험방법, 용존산소 상

대정확도 시험방법은 “[별표2]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방법”의 내용에 따르도

록 하고 있으며,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시험방법은 제로

드리프트 등 총 6개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도검사의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에 대해서는 표준가스 및 표준물질의 정확도, 교정용가

스의 유효기간, 검정성적서, 교정용 매연표준지의 유효기간, 교정용 매연표준필

터의 유효기간, 교정용 매연표준지, 교정용 매연표준필터, 교정용 가스의 구비 

개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교정용품의 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방법 및 절차는 [별표 4]로써 규

정하고 있음.

그림 5-2-3. 해양환경 정도관리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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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표준기본법 기상관측표준화법
환경분야 시험ㆍ

검사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입법목적

국 가 표 준 제 도 의 

확립을 위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상관측의 정확

성과 기상관측장

비의 운용 및 기

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환경분야의 시

험․검사 및 환경

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

체계 등을 합리화 

해양환경의 보전

을 위한 기본사항

을 규정

주무부처
지식경제부(기술

표준정책과)

기상청(기상관측

표준화과)

환경부(녹색기술

산업과

국토해양부(해양

환경정책과)

대상기관

(적용범위)

국가, 공공기관, 학

교 등 (법 제3조)

환경측정기기검사

기관 등 12개기관

(영 제13조의2)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 평가대행자, 

정부예산으로 수

행하는기관

정도관리 평가

분야

과학기술을 기반

으로 한 국가표준

을 준용하여야 하

는 모든 영역

온도, 기압, 습도, 

풍향, 풍속, 일조, 

일사, 상수량, 증

발 등 9개 분야(법 

13조항, 영 6조)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먹는물, 폐

기물, 유해화학물

질, 토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10개 분야

해양수질, 해양퇴

적물, 해양생물(규

정 제5조)

예방적관리체

계 ( 관 측 장 비

검․교정,표준

운 영 지 침

(SOP), 정도

관리계획)

국가표준기본계획

(제7조), 시행계획

(제8조)

국가측정표준대표

기관(13조, 표준연)

국 가 교 정 제 도 의 

확립(제14조, 교

정업무전담기관지

정 운영)

시 험․검 사 기 관 

인정(제23조, 시

험․검 사 기 관 의 

인정, 영 제16조-

기술표준원)

기상관측표준화시

책(제4조)

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제1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

립기준(영 제4조)

측정기기의 정도

검사(법 제11조)

측정기기 정도검

사의 기준과 주기

(규칙 제7조), 방

법과 절차(규칙 

제8조)

정도관리시행계획

수립(규정 제3조)

해양환경측정기기

의 정도검사(규칙 

제64조)

자료검증및처

리(불량자료처

리, 자료신뢰

성평가, 자료

관리서비스)

기 상 관 측 자 료 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제12조)

시 험․검 사 등 을 

한 자료의 검증

(제18조의2)

측정․분석과 관

련된 자료의 검증

(제12조)

표 5-2-2. 해양표준화 관련 주요 국내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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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표준기본법 기상관측표준화법
환경분야 시험ㆍ

검사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품질평가 및 

점검(숙련도시험, 

표준물질 공

급, 상호검증

비교)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법 제15

조, 영 제13조)

교정용품의 검정

(법 제12조)

표준시료의 분석

능력에 대한 숙련

도(제18조의2)

숙련도평가(법 제

13조1항, 규칙 제

8조, 규정 제6조) 

교정용품 공급사

용(법 제110조), 

교정용품의 검정

(규칙 제65조)

*교정용품의 검정 

인증 및 표준

화(관측조사장

비인증, 조사

기관 인증, 

ISO 17025)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제21조)

제품의 인증․검

증․등록․인정․

심 사․검 사․신

고․형식승인 등

(제22조, 제22조

의2)

기상측기의 검정

(제13조, 영 제6

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제9조)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제18조

의2)

측정․분석기관의 

능력인증(제13조1

항)

*ISO17025에 의

한 KOLAS이전과

는 다름.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제

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를 사용시 정도검

사를 받아야 하고 

표준물질을 공급 

사용할시 시행규

칙에 따라 장관의 

검정을 받아야함

(법 110조2항)

정도관리 역량

강화(교육훈련 

프로그램, 교

육과정 개발, 

감사관 양성)

표준기술 전문인력

의 양성(제29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기

상법 제35조, 관

측법 영 제4조)

환 경 측 정 분 석 사

(제19조), 환경측

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제21조)

시험․검사 기술

인력의 교육등(제

24조)

측정․분석능력의 

평가관련 교육의 

지시(제12조)

3.3. 외부 기관별 해양표준화 수행 및 관리현황

3.3.1.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관측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해양관측표준화법을 입법화 하였으나 기상청 등의 

반대로 입법화 실패 후 관련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

○ 해양관측 업무 표준화 규정(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69호, 201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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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03조에 의거 국립해양조사원이 실시하는 해양관측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동 규정에서는 “해양관측”을 해양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측

정 또는 해수, 저질 등의 시료를 채취 분석하는 행위로 조석 등의 해수면 변화,

조류해류 등의 해수유동, 수온염분파랑 등의 해양물리 특성, 해양기상에 관련되

는 제 현상의 관측과 그 부대업무로, “해양관측 표준화”를 해양관측을 수행하는 

방법, 기준, 장비, 환경, 자료 등의 표준화로, "해양관측장비"를 해양현상을 관측

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규정 제2조).

▪ 동 규정은 해양관측업무 표준화를 위해 크게 해양관측 표준화, 해양관측(조석관

측, 조류관측, 해류 및 정점 해양관측, 연안정지해양관측, 파랑관측, 해양기상관

측, 지질해일관측, 기본수준점표 조사, 바다갈라짐 조사), 해양기후변화 및 해양

재해, 해양예보, 해양관측정보의 관리 및 운용, 해양관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으로 규정되어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정확한 해양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1. 해양관측시설

의 관측장비 성능․규격, 2. 해양관측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기준, 3. 해양관측

자료의 저장 및 품질처리 규격, 4. 해양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공유 규

격, 5. 해양관측 항목별 자료의 단위에 관한 기준에 대한 해양관측 표준화 기준

을 마련하여야 함. 이러한 사항은 해양관측시설 관리 및 운영지침을 통해 기준

을 마련하고 있음.

○ 해양관측시설 관리 및 운영지침(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71호, 2010.8.16, 제정)

▪ 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따른 국립해양

조사원의 해양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해양관측시설의 표준화 및 등급화, 해양관측시설의 관리․운영, 해양관측시설의 점

검, 해양관측시설의 유지관리, 해양관측시설의 관리업무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관측시설”이라 함은 해양에 관한 장기․연속적인 관측자료를 수집하기 위

한 관측장비와 부대장비를 갖춘 시설물로서 해양과학기지, 조위관측소, 해양관

측소, 해양관측부이, 해수유동관측소를 들고 있음.

▪ 특히, 동 지침에는 해양관측시설의 설치환경 기준, 관측장비의 종류, 수량에 관한 

기준,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관한 기준,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에 관한 

기준, 관측자료의 단위에 관한 기준, 해양관측시설의 점검기준, 관측장비 검․교

정 주기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측장비는 해양관측시설의 종류에 따라 조위계, 파고계, 수온․염분계, 유향․

유속계, 풍향․풍속계, 기온계, 기압계를 1대 이상(2대 권장) 갖추어야 하며, 이

외의 장비는 각 관측시설의 관측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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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지침은 해양관측시설에 부착된 관측장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연구기

관등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관측장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

만, 시설물에 부착된 관측장비에 대한 검교정 등의 관리조치를 이동식에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교정센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실시간 해양정보 관리 및 운용 지침(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70호, 2010. 8. 16)

▪ 본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및 해양과학조사

법 제21조에 따른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해양정보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

부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지침은 자료관리 업무일반, 수집, 품질처리, 통계분석, 공유, 공개,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3.2.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환경 정도 관리 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ㆍ이

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정도관리는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져 이루어짐.

▪ 숙련도평가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

용영향평가대행자, 국가ㆍ지방단체 또는 국공립 연기구관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ㆍ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숙련도평가를 받아야 함.

▪ 현장평가는 정도관리를 위하여 측정분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운영현황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당해 연

도 정도관리 숙련도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이 대상이 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숙련도시험

분야

해양수질

(용존영양염류*)

해양수질

(용존영양염류)

해양수질

(용존영양염류 

및 TN, TP, 

COD)

해양수질(기존항목) 및 

해양퇴적물 미량금속

(Cd, Cr, Cu, Ni, Pb, Zn)

항목수
5개

(시범시행)
5개 8개

해양수질(8개)

해양퇴적물(6개)

참여기관 16개 20개

인증서 

발급기관
12개 13개

표 5-2-3. 정도관리 제도 현황

*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

▪ 현장평가는 경영요건과 기술요건 항목을 평가하고, 측정ㆍ분석 실무자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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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요건 2. 기술요건

1.1 조직

1.2 품질시스템

1.3 문서관리

1.4 시험의뢰 및 계약시의 검토

1.5 시험의 위탁

1.6 서비스 및 물품구매

1.7 고객에 대한 서비스

1.8 부적합 업무 관리 및 보안조치

1.9 기록관리

2.1 직원

2.2 시설 및 환경조건

2.3 시험방법

2.4 시험장비 및 표준물질

2.5 시료채취

2.6 시료관리

2.7 시험결고의 보증

2.8 결과보고

표 5-2-4. 현장평가 평가항목



－ 467－

제 3 절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

1.1. 인프라 정비

○ 우리나라의 해양표준화 분야는 해양관측․조사에서의 조사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데이터 처리 등의 일부관련 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관리되

고 있음.

○ 특히 해양환경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은 해양분야의 표준화 관련 주요

법이기는 하나 해양표준화 관리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법률상으로 규정된 항목은 단순히 해양관측을 위한 기기의 검ㆍ교정 및 자료

의 관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표준화의 중요성 및 영역 확대의 국제적 분위기와 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도 있음.

○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임하고 있

으나, 실제로는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련 작업영역이나 역량

이 분산되어 있어 통일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표준화 의무 기관 및 업체 자체 내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요인으로 권한 위임 및 실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행정력을 가지지 못해 업무의 

효율적 이행효과를 수반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상술한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하여 몇 가지 측면의 국가차원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우선, 현행 해양표준화의 개념과 범주를 좀 더 확장시켜 기․장비의 검ㆍ교정 

및 자료관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표준화 작업을 해양관측, 해양(환경)관

리,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경제 통계 등의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현재 통신분야의 경우처럼 해양분야에서의 표준화 사업추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함.

▪ 이러한 해양분야에서의 독립영역의 표준화 정비 사업은 국내 표준화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뿐만 아니라, 개발단계에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해양표준화 

작업에서도 위위를 점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만 여종의 ISO/IEC 표준 중 우리나라 기술이 반영된 표준은 

300여건에 불과하고, 특히, 해양분야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사례는 전무한 실정

임. 국제표준화 임원 진출도 세계 12위권 수준임.

- 검토 시, 제 3차 국가표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해양 R&D 분야의 원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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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표준화 활용기술로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해양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전략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해양 R&D 중 해양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장려책도 고려해 해양 R&D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음.

○ 또한 해양분야 표준화의 독립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 관리기

구, 실행체계, 표준 제․개정 과정 등에서의 일련의 추진과정을 재점검하여 이들 

사업 간의 일원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선 관련 법제의 통합 및 정비 측면에서 해양관측․조사의 표준화와 자료의 품질

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 무엇보다도 해양표준화의 범주에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법률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체제 하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법제 정비방법으로는 기존 법률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단일 법률로서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자료

의 품질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을 개정하는 것

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의 경우, 해양환경자료 품질관리 분야를 현재 3개 분야에서 

검토․분석된 해양분야의 거시계획에서 도출된 분야로 확대를 검토하고, 기존의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함.

○ 둘째, 해양표준화를 기획․관리․감독하는 구심점이 되는 관리 기구의 재정비 또

는 권한강화를 위한 계획마련 및 기술적․정책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부속 기

구 또는 위원회 구성 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해양관리부처가 연구개발, 검교정, 정책수립의 역량을 

갖춘 기관에게 권한과 임무를 위임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양표준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의 해양표준화 역량을 제고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 통신 분야의 표준화 관리시스템에 대한 

사례검토 및 벤치마킹도 고려해 볼만함.

▪ 기술적 측면의 검증이 필요한 표준을 검사․인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위원

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해야 함.

○ 또한 현재까지 관리가 미비했던 해양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가치비중 

제고를 위해 우선 연구자 및 관련종사자의 인식환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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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표준 추진체계 사례

<출처 :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 현황>

1.2.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해양환경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료의 생산을 위한 관측 시스템뿐만 아

니라 자료의 관리, 검증,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 생산된 자료에 대한 사후 검정과 보정은 어려우므로 관측장

비의 검교정 문제, 분석자료의 정확도, 정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

방적 조치와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필수적임.

○ 해양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WMO-IOC는 각국은 국제기구와 국제

적인 해양관측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물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세계기상조직(WM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국제해양학과 해양기상학연합기술

위원회(JACOM)는 2009년부터 6개 지구에 해양기기모니터링 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전 세계 해양기기 질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관측의 질을 제고하고 있음.

○ 중국은 해양표준계량센터를 중심으로 2009년 11월에 상기 기구에 아시아태평양지

역센터 유치를 신청하여 2012년 5월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39개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센터는 해양관측표준화 체계 구축, 계량 및 질 보증시스템 구축, 해양 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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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성능을 검측, 환경실험, 검측기술, 국가표준제정, 전 지구 해양기기 질 감독

검증, 해양표준계량 질 기술 지원과 국제기술교류와 훈련 등.

○ 따라서 동 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자료의 생산과 정도관리, 가공, 검․교

정, 해석 등을 포함하는 해양자료 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며, 우리 연구원도 

해양표준화 역량강화 및 글로벌한 정보 획득 차원에서 중국 해양표준계량센터와

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특히, 2013년부터 유엔해양관측표준화(안)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연구원도 해양자료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야 함.

1.3. 그 밖의 정책 및 관리 방안

○ 해양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필요

○ 우리의 경우, 해양분야의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 부처 간의   

이견으로 관측, 조사, 자료, 기기 등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관측조사 시 장비에 대한 표준화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관련 법제는  

물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또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자료의 신뢰성과 생산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글로벌한 수준의 표준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작업에 대한 정보와 소통이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해양분야의 표준화 작업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가별 움직임과 경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해양표준화 관리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해양부문에서의 표준 생산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지원도 병행해야 함.

▪ 2012년 5월에 설립된 중국 천진의 해양표준 및 관측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양표준화에 대한 세계 동향을 모니터링.

○ 특히, 2013년부터 UN 차원의 해양관측 등의 관련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 등 해

양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임.

○ 그 밖에도 연구기관은 해양관측․조사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이 각 연구기관의 대

외 신뢰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기관자체적으로 해양환경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 각 연구기관은 해양환경 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분야(현행 해양환

경관리법상의 내용)를 대상으로 하되, 동 분야의 경우 자료 생산과 관리를 의무화

함으로써 해양환경자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초를 다지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각 연구기관의 기관역량이 이러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모두 충족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연구기관 간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축하여 상

호보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

○ 또한 실질적인 해양환경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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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질과 해양환경 측정기기의 제작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적인차

원에서 해양환경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인프

라를 구축하여야 함.

▪ 현재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두고 있는 바,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가칭 해양환경관리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5-3-2. 우리나라 해양표준화 시스템 구축 방향

2.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입법 시 핵심 제정요소

○ 해양관측․조사 표준화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규로는 해양과학조사법, 측량․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을 두어 각 개

별법의 입법목적에 맞는 차원에서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 오고 있음.

특히,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양

환경 정도관리, 품질평가, 측정 분석기관의 인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양환경자료의 신뢰성 있는 자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해양관측․조사에서 자료의 

배포에 이르는 전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과정상에 자료의 표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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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되어야 하고 표준화한 방법으로 획득된 해양정보를 공유하고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관측기준/관측

방법, 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측환경의 최적화, 관측자료 상호교환/공

동활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이러한 점에서 해양환경자료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입법화가 추진되어야 함.

2.1. 해양관측의 정의관련

○ 해양관측의 정의 : 해양기상의 포함여부, 해양과학조사 개념과의 차이

▪ 기상법에 의하면 기상현상에 수상(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양기상을 논할 때 기상법의 적용문제가 대두됨.

▪ 해양과학조사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지구물리, 기상해양이 모두 포함되나 

해양관측에서는 생물, 지질, 지구물리, 해양기상을 배제할 경우 운용해양학 구현

에 문제 발생.

○ 해양관측장비의 정의 : 조사선 포함여부, 실험실장비 포함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양

과학조사장비의 범위 설정문제.

2.2. 적용범위

○ 적용 대상에 따라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출연연, 연구기관, 학

교, 기업 등을 포두 포함할 것인지, 특정한 주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적용주체

의 문제와 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실지로 연구조사를 위한 

해양관측을 포함할 것인지, 국가해양관측망과 같은 상시적인 관측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적용 대상사업의 문제, 적용 예외로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육 또는 연

구를 위한 해양관측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이는 연구용역과 연구개발

은 모두 제외한다는 의미가 됨).

2.3. 표준화 대상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에서는 정도관리 평가분야로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

물 등 3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중국은 해양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에너지, 해양재해, 해양자원, 해

양경제 등의 기술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대상

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관건임.



－ 473－

2.4. 관측기준 및 방법 

○ 해양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표준화 대상을 정한 후 자료를 어떻게 획득하는가 하

는 것이 관건임. 이를 위해 해양관측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 요구됨.

○ 해양관측의 방법으로서 해양관측 시 연속적 자동관측방법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조사선에 의한 수동관측을 포함할 것인지, 이는 어느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부절절함. 즉,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해양관측을 모두 포괄하여야 함.

○ 관측환경의 최적화 부분으로서 고정 관측소뿐만 아니라 조사선, 부이, 위성뜰개,

SUV, 위성 등 다양한 해양관측 플렛포옴도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관측장비 

별로 관측기준과 관측방법을 모두 규정하여야 함.

○ 특히, 관측을 위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요소로서 검정, 교정과 함

께 교정을 받아야 하는 주기와 함께 검정, 교정대행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함.

2.5. 자료의 관리 

○ 현재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181호, 2008. 12.30)을 두고 있음. 국가해양환

경정보통합관리 대상은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조 규정에 따른 국가해양관

측망사업, 2. 「해양과학조사법」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사업,

3. 「해양환경관리법」제9조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사업 , 4. 「해양환경관리

법」제77조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5.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의 폐기물모니터링사업 , 6. 「수로업무법」제7조 

규정에 따른 수로조사 중 해양관측 조사사업, 7. 그 밖에 국토해양부 및 소속․유

관기관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환경 관련 사업을 포함한다)을 규정하

고 있어 자료의 관리를 위한 기반은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러한 자료의 관리도 해양관측의 정의에 따라 자료관리 대상(예, 자원, 에너

지 등 포함여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법목적과 적용범위의 설정이 관건임.

○ 그리고 자료의 통합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국가의 막대한 비용을 통해 획득한 

관측자료의 교환이나 공동활용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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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해양관측․조사 표준화를 위한 원내 제도개선 방안

1. 원내 제도개선 필요성 및 현황

1.1. 필요성

○ 국가표준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국가 법률과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존재

하나 그 근거 규정이 완결하지 못하고 방대한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다루기

에는 기존의 시스템 상 한계가 존재.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7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서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QA/QC)에 관하여 규정. 국토해양부장관

은 정도관리 평가일정,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에 따라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분야에 대하여 해양환경공정기준 시험

기준에 적합하도록 숙련도 평가, 현장평가를 실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정도관리는 해양환경 분야에 국한되어 운영되며, 해양 

전반에 대한 과학 연구․조사․관측 등을 포괄하지 못함.

▪ 해양관측 관련 정부기관은 해양관측 업무표준화 규정을 통해 해양관측의 방법,

기준, 장비, 환경에 관한 표준화 관련 규정을 확보하고 있음. 동 규정의 경우도 

해당기관에서 수행하는 관측업무(해류, 조류, 조석, 정점 해수특성 관측)에 한하

여 그 방법, 기준, 장비, 환경,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만을 다룸. 전반적인 해양

과학조사 업무를 포괄하지 못함.

○ 국가 해양과학조사 및 연구를 리드하는 최대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써 관련 법률에 

의한 정도관리 규정을 수용하고, 원내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의무화 규정, 품질

관리 수행을 위한 교정 등 관련업무 관련규정을 둠으로써 기관이 생산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해양관측․조사 표준화에 기여할 필요성 제기.

▪ 해양과학기술원은 과거 한국해양연구원일 당시 1990년 온도분야, 1994년 압력분

야에서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 교정을 실시하여 왔으나, 1999년에 제정

된 국가표준법에 의한 보유기자재 및 환경시설의 노후화 및 인원 등 기준 미달

로 교정업무가 중단된바 있음.

○ 현재 원내 교정검사업무관리규정 등은 우리 연구원이 국가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

되고 있을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

며, 우리 기관이 국가교정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고, 연구기관, 학교 

및 산업체에 국가표준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 기술원이 국가공인 교정기관으로서 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KOLAS

KS Q ISO/IEC 17025 등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측정설비 보유, 표준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항목별 교정방법 및 절차서 목록 확보, 숙련도 시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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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심사 결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등이 준비되

어야 하며 이를 문서검토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인정받아야 함.

▪ 표준물질 생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제도 운영 

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300호)’에 따른 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1.2. 원내 제도 현황　

○ 현행 원내 제도 시스템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원규, 지침으로 구성

▪ 정관은 원의 설립 목적,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직제, 재산 및 회계, 부설 기관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

▪ 원규는 직무권한, 위원회, 총무/인사/회계/자재/시설/보안/감사/연구/기술/연

구선/자료 및 문헌 관련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16편으로 구성

▪ 지침은 기획 및 예산, 인사, 교육 및 훈련, 총무, 회계, 자재, 연구, 성과관리, 대

외협력 및 홍보, 연구선, 안전 보안, 감사 관련 각종 지침 및 기준을 포함하여 

11편으로 구성.

KIOST 운영 시스템

정관 원규 지침

○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으로는 원규 중 기술관계 규정으로 “교정검사업무관리규정”

과 지침 중 연구규정으로 “해양기기 대내외 기술업무지침”이 있음.

▪ 교정검사업무관리 규정의 경우

- 우리원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용규정에 의거 국가교정검사기

관으로서 연구기관, 학교 및 산업체에 국가계량표준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들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범위는 원내 보유 해양기․장비 및 계측기기와 대외에서 교정검사를 받고

자 의뢰된 정밀․일반계측기기로 한정.

- 교정업무체계, 교정업무부서의 분장업무, 교정검사(교육, 소급성 유지, 검사장소,

검사대상, 신청서, 사전검사 및 접수, 검사 실시, 성적서 발급, 필증, 검사주기,

비용, 소급료, 실적 보고, 시스템 감사 및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양기기 대내외 기술업무지침의 경우

- 본 지침은 해양기기 및 장비에 관한 대․내외 기술업무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의 대․내외 기술업무 수행을 위한 해양 기․장

비의 시험검사, 수리․보수업무 및 연구용 보조기기의 제작에 관한 사항을 적

용범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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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기기 대내외 기술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자 및 관련 부서(제1부원장, 회계

업무담당부서, 기술업무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대상분야,

신청, 검사, 접수, 실시, 성적서, 주기, 수수료), 수립․보수업무(부품저장실, 접

수, 검사, 업무, 기록카드, 수리․보수비), 연구용 보조기기 제작(대상, 제작의뢰 

신청, 기술검토, 제작, 제작비용)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교정업무부서의 분장업무 해양기기 대내외 기술업무 담당부서의 분장업무

1. 국가표준 소급성 유지에 관한 표준기의 교정

2. 해양 기․장비 및 계측기기의 교정검사 신청 및 접수

3. 해양 기․장비 및 계측기기의 교정검사

4. 교정검사 성적서 및 필증 발급

5. 표준기의 종류결정 및 주기적 교정검사를 위한 운

영체계 확립

6. 표준기의 정도관리 유지

7. 기타 교정검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해양 기․장비의 시험검사 및 수리․보수업무에 관

한 사전검사 및 접수

2. 해양 기․장비의 시험검사 및 수리․보수업무의 실시

3. 해양 기․장비의 시험검사 성적서의 발급

4. 해양 기․장비의 수리․보수 기록카드 작성유지

5. 시험검사용 정밀계측기기의 정도관리 유지

6. 연구용 보조기기 제작에 관한 신청 및 기술검토

7. 연구용 보조기기의 제작

8. 각 수수료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내외 기술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해양과학조사 자료관리 규정

▪ 상기 제시된 “교정검사업무관리규정”, “해양기기 대내외 기술업무지침”외에 해양

과학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으로는 자료 규정이 있음. 해양과기원은 자

료 및 문헌 관련 원규(1502)로 해양과학조사자료관리규정을 확보하고 있음.

▪ 본 규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된 연구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해양과학조

사자료의 관리 공개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국가기관 등의 예

산으로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반하여 수행된 모든 연구사업에 

적용함.

▪ 본 규정에 따라 연구사업을 수행한 모든 연구사업의 책임자는 조사자료 목록을 

해양자료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책임자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해양자료관리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는 목록, 조사계획, 조사결과가 전산화되어 보관되며,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자료

를 제공토록 규정함.

▪ 조사자료의 종류는

- 물리해양 :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파랑, 해면변화, 해수광학특성 및 수중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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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해양 : 수온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

존영양염류, 입자성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화합물, 용존기체, 헥산추출물, 기타독성 및 오염물질.

- 생물해양 :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소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착생물, 난․차지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포유류.

- 지질해양 및 지구물리 : 수심 및 해저지형,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력, 지진 및 

탄성파 탐사, 해저면영상, 충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시료분석, 부유퇴적물,

해안선 정보.

- 기상해양 :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로 구분되며, 조사기간(연/월/일), 조사해역(위/경도), 조사선명 등의 조사내역을 

작성토록 규정함.

○ 궁극적인 해양관측․조사 표준화를 위해서는 해양기기의 품질관리 뿐 아니라 자료

의 정도관리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해양과기원의 개편(2012년 7월)된 조직에 따르

면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내에 해양과학데이터센터와 기기검교정․분석센터를 둠으

로써 자료의 관리와 기기의 표준화 관리를 하나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

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양과학조사 표준화를 위한 원내 제도개선의 방안의 범위에 

자료의 정도관리 기능에 관한 사항도 포괄하고 있음.

1.3. 관련 규정 및 기준 분석

1.3.1. KOLAS KS Q ISO/IEC 17025

○ KOLAS KS Q ISO/IEC 17025는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경영 요구사항과 기술 요구사항으로 구분됨. 경영 요

구사항은 조직(4.1), 경영시스템(4.2), 문서관리(4.3), 계약의 검토(4.4), 교정의 위탁

(4.5), 내부심사(4.14), 경영검토(4.15) 등의 내용으로, 기술 요구사항은 직원(5.2), 시

설 및 환경조건(5.3), 교정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5.4), 장비(5.5), 측정 소급성

(5.6), 결과보고(5.10)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동 규정에 의한 교정기관으로써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정활동에 대하여 ISO

9001의 원칙을 충족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함.

○ KOLAS KS Q ISO/IEC 17025의 일반요구사항 주요내용

▪ 조직은 기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

력에서 자유로운 독립 경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단, 교정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작업관리, 실시, 검증에 대한 모든 직원의 책임과 권한, 상호관계에 대한 규

정을 갖추어야 함.

▪ 조직은 기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

력에서 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교정방침, 시스템, 프로그램, 절차, 지침을 문서

화하고 이를 관련 직원에게 전달하여 이해시키고 활용하여 실행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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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은 기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

력에서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모든 문서는 발행 전에 권한 있는 자로부터의 검

토 및 승인을 전제로 하며 적절한 승인, 발행, 채택, 관리, 폐기, 변경 등에 관한 

절차를 유지하여야 함.

○ KOLAS KS Q ISO/IEC 17025의 기술요구사항 주요내용 

▪ 직원은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실시하는 시험 및 교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기관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기술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또한 해당 기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직

무기술서를 갖추어야 함.

▪ 시설 및 환경조건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은 환경조건이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품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조건을 감독, 관리, 기록하여야 함. 예를 

들어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인접지역사이의 효과적 격리 환경유지 등이 있음.

▪ 교정방법은 국제, 지역 또는 국가 규격으로 발간된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보장하고 해당기관이 개발한 방법을 도입할 시에는 능력 있는 직원에게 맡기고 

관련 모든 직원들 간 소통을 보장하여야 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시에는 고객과 합의하고 사용 전에 적절한 유효성 확인 절차를 가져야 함.

▪ 방법의 유효성 확인은 요구사항에 대한 시방, 방법 특성값의 결정, 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유효성에 대한 진

술을 포함함.

▪ 해당기관은 모든 교정 및 교정 유형에 대한 측정 불확도를 추정하는 절차를 보

유하고 적용하여야 함.

▪ 계산결과 및 데이터의 이전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해

당기관은 자동화 장비를 통한 교정 데이터의 수집, 처리, 기록, 보고, 보관, 검색

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 이행, 장비의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함.

▪ 해당기관은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샘플링 품목, 측정 및 시

험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함.

▪ 측정 소급성 유지를 위해서는 결과의 정확성 및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정용 장비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및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함.

1.3.2.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54호)

○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인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제3～13조), 인정기준(제14～15조), 인정절차(제16～21조)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인정범위확대 및 갱신평가(제22～31조), 기술책임자(제32~36

조), 대외협력활동(제40조),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유지(제41～43조)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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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규정에 의하면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

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인정기구’라 하며 한국인정기구로

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을 ‘공인기관’이라고 규정함.

○ 동 규정에 의해 인정기구가 공인기관을 인정하는 분야는 길이 및 관련량, 질량 및 

관련량, 시간 및 주파수, 전기․자기/전자파, 온도 및 습도, 음향 및 진동, 광량,

전리방사선, 물질량분야로 분류하며 인정범위는 측정분야, 분류코드 및 고정항목,

교정방법, 범위, 최고교정능력을 포함함.

▪ 인정기구는 동 규정에 의해 공인기관 평가 및 인정을 위하여 KS Q ISO/IEC

17025:2006, 분야별 추가 인정기준,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측정결

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KS Q ISO 17025:2006(ISO/IEC 17025:2005)

해설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 세칙 등 규정을 적용하며, 이외에 국제표준

화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가이드 또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시험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지침문서 등을 추가로 적용하기도 함.

▪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동 규정의 제16조∼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관의 

요건, 신청, 평가, 심의, 인정, 공고 등의 규정에 따르며, 공인기관의 유효기관은 

4년이며 최초 인정이후 1년,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

하고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에 갱신평가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갱신할 수 

있음.

▪ 공인기관은 교정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인정분야의 중분류별 인정기구의 장이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인정기구

의 장은 공인기관이 “인정마크사용및국제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을 위반한 경

우 등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개선

을 명할 수 있고, 업무의 휴지신고 위반 등 제30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인정마크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허위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회득한 사실이 인지되었거나, 공인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30조 제4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취소를 명할 수 있음.

▪ 동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은 공인분야 업무수행능력과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기술책임자와 관련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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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책임자의 요건

- 해당법규 및 KS Q ISO/IEC 17025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자

- 해당 법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기술책임자의 요건

- 해당 측정분야 최소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

- 해당법규 및 KS Q ISO/IEC 17025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자

- 교정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측정불확도 산정 등 교정

결과에 대한 기술적 평가 능력이 있는 자

- 교정실무자의 오류를 검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 교정실무자의 요건

- 기술적으로 교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능력, 측정설비 및 측

정기의 운용 능력, 보유교정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 측정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능력을 보유

- 업무능력 평가에서 교정․측정능력(CMC)의 재현 여부 및 교정

범위 내의 교정능력을 보유, 산출된 측정 불확도 값과 요인에 대

한 검토사항 적절, 숙련도 시험 실시결과가 양호 할 것

▪ 교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에서는 교정대상, 주기, 일반수칙, 교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정대상 및 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 이에 의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단,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

정주기를 준용토록 규정.

- 교정 실시는 국가측정표준에 소급된 상위 표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표준

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측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함.

- 자체교정은 유효성이 검증된 교정방법에 의해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고정

표준실이 아닌 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

는 현장교정수행을 위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교정비용은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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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0300호)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

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

토록 규정함. 동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을 위해서 인증된 표준물질

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유지,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의 인증제도의 운영,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 마련, 표준물질에 관한 교

육 및 홍보 등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은 표준물질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이에 인정 및 평가기준, 표준물질생산

기관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과 편제 동일).

○ 동 규정에 의하면 ‘표준물질생산기관’, ‘표준물질’, ‘인증표준물질’ 등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함.

▪ ‘표준물질생산기관’이란 KS A ISO Guide 31(표준물질-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및 KS A ISO Guide 35(표준물질의 인증-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에 따라 생산하

여 공급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값이나 다른 특성값을 부여하는데 전적인 책

임을 지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 규정함.

▪ ‘표준물질’이란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층분히 균일하고 잘 확정되어 있는 재

료 또는 물질.

▪ ‘인증표준물질’이란 인증서가 수반되는 표준물질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값

이 그 값을 나타내는 단위의 정확한 현시에 의해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

라 인증되고 각 인증값에는 표기된 신뢰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첨부된 것.

○ 동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인정은 표준물질생산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속해있는 조직이 법적으로 인정된 기관이어야 함을 의미. 이는 표준물질 이용자가 

부적합한 표준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 형사적 법률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동 규정에 의하면 생산기관의 기술책임자, 부책임자, 직원, 내부심사 등에 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규정함.

▪ 표준물질 생산기관은 표준물질 생산 및 인증업무 수행능력과 품질시스템을 지속

적으로 발전시키고 표준물질 특성값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해당분야별로 기술책임자와 관련 부책임자를 두도록 함.

▪ 기술책임자는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 결과, 특성값, 불확도와 관련기록을 종합검

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인증서에 서명.

▪ 기술책임자는 KS A ISO Guide 35 요건에 따라 표준물질 제조, 유통을 보장하

고 인증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짐.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인정기준과 문서회된 품

질시스템이 항상 이행되고 준수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 및 부책임자

를 임명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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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내부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KOLAS 평가사 또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내부심사자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

험에 합격한 자를 내부심사자로 임명하여야 함.

▪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직원은 표준물질의 형태, 범위 및 양에 적절한 특정유형의 

표준물질 제조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 기술지식과 경험을 갖

추고 있어야 하며,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

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3.4.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KS A ISO Guide 34:2005)

○ 동 규정에 의하면 표준물질생산기관은 표준물질 생산의 유형, 범위 및 양을 포함

하여 기관 활동의 범위에 적절한 품질시스템을 수립, 이해 및 유지하여야 하며, 사

용범위, 균질성․안정성․특성화 검토에서 사용된 측정방법 및 물질 매트릭스에 

따른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야 함.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표준물질의 품질(예, 균질성 및 안정성), 특성화(예, 장비의 교

정 및 측정방법의 유효성 확인), 특성값 부여(예, 적절한 통계절차의 사용)와 품질

물질의 취급, 보관 및 운송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물질 생산의 모든 측면에서 품질

을 보증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침, 목표 및 의지를 규정하고 문서화하고 있어야 함

(품질방침).

○ 표준물질생산기관이 갖추어야 할 품질 시스템은 1)후보표준물질의 적합한 선택(입

자크기 범위, 농도 범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2)제조절차 3) 요구되는 표준물

질의 균질도 달성 4)표준물질의 안정성 평가 5) 특성화 수행절차 6)국가 또는 국제

측정표준에 대한 소급성의 실제적인 현시 7) 적절한 경우 ISO 가이드 31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명서의 작성을 포함한 특성값 부여 8) 적합한 보관 시설을 보장하

기 위한 조치 9) 적합한 식별, 라벨링 및 포장시설, 포장 및 배달 절차 그리고 고

객 서비스에 대한 조치 10)ISO 가이드 30, 31, 34, 35에의 부합.

○ 표준물질 생산기관은 표준물질을 이용과 관련한 민․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인정기관이어야 하며, 표준물질 생산과 관련한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관련 경영상에 외압의 작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상 확보하

여야 함.

○ 표준물질 생산과 판매 관련 문서의 승인, 발행, 변경,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

며, 부적합 표준물질에 대한 평가, 시정조치, 책임 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확보하

여야 함. 직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기적인 능력평가와 교육, 훈련을 보장하여

야 함.

○ 표준물질 생산기관은 표준물질 생산의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기

획․수행하여야 하는데 기획에는 물질의 선정, 적절한 환경유지, 물질 제도, 측정 

및 시험, 장비의 유효성 확인 및 측정 방법, 물질의 균질성평가, 물질의 안정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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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력기관들과의 시험소간 공동작업 조직, 측정 결과에 기초한 특성값 부여, 부

여된 특성값에 대한 불확도 계산 및 불확도 구간 산출, 적합한 보관시설 및 조건 

보장, 적합한 포장시설 보장, 적절한 운송 조치 보장, 적합한 배포 후 서비스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물질 서비스 후 제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질의 시정조치를 위한 절차를 수립 

문서화할 필요가 있으며, 물질의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함. 물질 제조의 적합성 입

증은 물질 종류의 확인을 위한 정성 분석, 기계가공/분쇄/혼합/체가름 및 균등 

선별, 입도분포의 측정, 시료 용기의 세척, 건조 및 멸균, 배치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의 포장, 균질성 시험, 생산되는 표준물질의 특성갑 및 매트릭스 조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여러 여건 등을 포함하여 함.

1.3.5.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020:2012)

○ 동 규정은 교정 및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부터 측정의 소급성 입증을 위한 

인정절차에 적용하는 것으로 교정(3.6), 표준물질(3.13), 인증표준물질(3.14), 소급성

(3.15), 측정불확도(3.16), 소급성에 대한 방침(4), 소급성 요소(5) 교정체계의 단계

(6) 등을 규정.

○ 동 규정에 의하면 소급성(Traceability)런 측정의 결과 또는 표준의 값이 모든 비교

의 단계에서 명시된 불확도를 갖는 끊어지지 않는 비교의 사슬을 통하여, 보통 국

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인 정해진 기준에 관련 시켜질 수 있는 특성을 의미.

○ 동 규정에 의해 

▪ 공인시험기관은 그 기관의 인정범위와 관련된 주요 기기의 교정 및 그 기기에 

의해 산출된 측정결과가 SI 단위로 소급되어지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단, 소급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을 경우 시험기관, 고객 및 모든 

관련단체가 승인하고 명확히 제시된 합의표준(consensus standard) 및/또는 특

정방법을 사용하는데 동의할 수 있음.

▪ 공인 교정기관은  인정범위와 관련된 교정 및 장비를 위해 다음으로부터 소급을 

얻어야 함.

① 적절한 국가측정표준기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② 적절한 측정불확도와 함께 소급성, 측정능력 및 자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교

정기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공인교정기관

▪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에서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로서; 시험 또는 교정결과

의 측정 불확도(중요한 환경조건을 위해 사용된 적절한 장비와 장소를 포함하

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측정의 소급성 출처를 

입증하여야 함.

① KOLAS로부터 공인 받은 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② KRISS(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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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KOLAS의 MRA-Partner 국가의 NMI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④ KOLAS의 MRA-Partner(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은 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

성적서

⑤ CIPM-MRA를 체결한 국가의 NMI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 공인시험기관들은 그들이 수행한 자체 교정 및/또는 아래에 열거한 기관 또는 

방법에 의거하여, 인정받은 시험 결과의 소급성을 보장하여야 함.

① 충분히 작은 불확도로 인정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외부 

교정기관

② 국가계량연구소

③ 인증표준물질, 상호합의표준 또는 동의된 방법

▪ KOLAS는 KS Q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았을지라도 KS Q

ISO/IEC 17025에 의해 공인받지 않은 시험소가 실시한 교정은 소급성에 대한 

증거로 수용하지 않음.

○ 동 규정에서는 소급성의 요소로 ①채택한 명시된 기준(보통 국가표준이나 국제표

준)에 소급해가는 끊어지지 않은 비교 사슬 ②측정불확도 ③문서화 ④능력 ⑤ SI

단위로의 기준, 비교의 사슬 ⑥재교정을 제시하고 있음.

국제단위계(SI)

그림 5-4-1.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부터의 소급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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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 

교정

2.1 모든 측정장비에 대한 적절한 교정이 규정되어 있는가?

2.2 자연상수(natural constants)를 기초로 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적절한 기능 시험이 

명시되어 있는가?

측정

장비의 

교정 

수행기관

3.1 교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외부기관에 의해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인정 또는 승인된 

기관에 의해 교정이 수행되는가?

3.1.1 국가측정표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가?

3.1.2 공인교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가?

3.2 교정이 3.1.1 및 3.1.2에서 언급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시험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의해 수행되는가?

3.2.1 시험기관을 운영하는 연구소의 내부 기구에 의해 수행되는가?

3.2.2 시험기관 내의 직원 또는 직원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가?

3.2.3 측정장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는가?

교정 

설비

4.1 모든 측정, 시험 기기 및 측정, 시험 결과와 관련된 측정량에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기준용 표준 및 작업표준이 있는가?

4.2 끊어지지 않는 사슬 및 문서를 통하여 표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 표준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교정 라벨이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4.3 교정장비의 모든 기기가 명확히 증명되는가?

4.4 각 교정이 절차서(예를 들면 흐름도 등의 도표 형태로)로 되어 있는가?

4.5 교정절차가 단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4.6 교정기간 동안 적절한 환경조건이 보장되는가?

4.7 교정기간 동안 관련된 환경조건이 기록되는가?

4.8 교정장비의 측정불확도 산정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것이 준수되고 있는가?

4.9 장비의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른 재교정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재교정 

프로그램이 있는가?

결과의 

평가 및 

문서화

5.1 교정결과 및 관련 불확도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5.2 명시된 재교정 주기를 준수하는지 감독되고 있는가?

5.3 각 측정 전에 교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측정기기의 라벨이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5.4 교정결과가-가능하다면 환경조건까지 포함하여- 문서화 및 정리 보관되어 있으며, 

이 결과를 측정기기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가?

5.5 교정라벨이 측정장비를 위한 인증시스템의 식별표시로 사용되고 있는가?

5.6 사용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교정 및 조정에 대한 감독 및 보호 활동

이 엄수되고 있는가?

교정 

절차 

6.1 측정 장비가 “자체 교정(self-calibration)" 형태인가?

6.1.1 내부 기준은 교정되고 있는가?

6.1.2 자체 교정절차가 심사되는가?

6.2 측정장비가 내부 기준의 수단으로 덜 안정적인 요소의 내부교정을 포함하는가?

6.2.1 내부 기준은 교정되는가?

6.2.2 내부 교정절차는 심사되는가?

6.2.3 내부 교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6.3 측정시스템 전체가 교정되고 있는가?

6.3.1 측정시스템의 개별요소들이 영점조정(zero setting)에 따라 조정되는가?

6.3.2 전체 측정시스템에 대한 라벨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표 5-4-1. 소급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사내 교정용) KOLAS-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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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측정시스템의 개별요소들은 교정되고 있는가?

6.4.1 전체 측정시스템에 대한 교정 파라미터는 개별 요소의 값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가?

6.5 단독으로 교정될 수 없는 일회용 측정장치(예를 들면 스트레인 게이지 변환기)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6.5.1 시료들은 교정되며, 지속적인 시료 시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6.5.2 어떤 기관이 시료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가?

6.5.3 6.5.2의 기관은 KS Q ISO/IEC 17025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가?

6.5.4 그 기관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인정을 받은 기관인가?

6.6 교정을 위해 표준물질이 사용되고 있는가?

6.6.1 표준물질은 인증된 것인가?

6.7 교정이 컴퓨터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가?

6.7.1 소프트웨어는 유효성이 검증된 것인가?

6.7.2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측정장비 

교정의 

책임관리

7.1 측정장비의 개별 사용자는 측정장비의 교정상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7.2 신규 측정장비는 사용 전에 교정되는가?

7.3 유효기간이 만료된 측정장비들은 인증시스템에 의해 재교정을 받기 위해 보내지는가?

7.4 소급성을 갖는 교정 및 작업표준을 위해, 내부 기준용 표준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

7.5 교정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

1.3.6.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KOLAS-G-002:2012)

○ ‘측정 불확도’란 넓은 의미로 측정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의미. 여기에서는 

측정결과와 관련하여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산포특성을 나타내는 파

라미터1). 측정 불확도는 일반적으로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범

주로 나눌 수 있음. 그중 한 범주는 여러 번 측정한 결과의 통계적인 분포로부터 

값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험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고, 다른 범주는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지만, 경험이나 다른 정보에 근거하여 가정한 확률분포로

부터 그 값이 결정되는 것. 측정결과는 측정량의 값에 대한 최적추정값(best

estimate)이며, 보정과 기준표준(reference standard)에 관련된 성분처럼 계통효과에

서 기인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다양한 불확도 성분이 모두 산포에 기여.

○ 본 규정에서는 측정, 오차(우연오차, 통계오차), 효과, 보정, 불확도 등에 대한 기본

개념, 표준 불확도의 측정 모델 설정․평가․설명․결정, 합성표준불확도의 결정,

확장 불확도 계산, 불확도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3.7. 숙련도 관련 규정

○ 숙련도 시험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6)에 의하면 숙련도 시험 (proficiency

1) 파라미터는 표준편차 또는 명시된 신뢰구간을 갖는 한 구간의 반너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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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은 시험기관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 시험 또는 측정에 대한 시험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고 다른 시험기관

과의 편차를 식별, 원인파악 및 시정조치를 통해 시험기관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것.

○ KOLAS는 숙련도 시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설계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

기관을 인정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은 ① ILAC G 13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②

KS Q ISO/IEC 17043 (적합성평가-숙련도시험 일반 요구사항), ③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④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

를 위한 지침, ⑤ KS Q 4001 (측정결과의 불확도 산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⑥

인정마크사용 및 국제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 ⑦ 국제표준화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지침문서임.

○ 숙련도 시험운영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KOLAS-R-006:2008)에 의하면  숙련

도시험운영기관은 숙련도시험 체계에 대한 수행능력과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숙련도시험 항목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해당분야

별로 운영책임자를 임명하고 적절한 유형의 숙련도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

육, 훈련, 기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도시험운영 실무자를 보유하여야 함.

2. 원내 제도화 개선 기본방향 및 고려요소

2.1. 기본방향

○ 해양과학조사 및 연구의 품질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관련 용어정의, 문서 및 기록

관리, 장비관리, 교육 및 훈련, 검․교정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규상에 품질관리관련 기반 규정을 제정.

○ 원규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중 품질관리계획, SOP, 교정, 표준물질 

등 구체적 업무 지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지침 제․개정을 통해 

세부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확보.

○ 기타 품질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주체의 설립 및 운영, 업무지원, 성과 관리 등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제2부 원규 제4부 지침

▪ 제2편 원규 

  - 조직, 구성원, 사업 등 직제관련 사항

▪ 제3편 직무권한

  - 센터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제12편 연구관계

  - 품질관리 및 교정업무 수행 지원 사항

▪ 제13편 기술관계

  -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SOP의 작성을 위한 지침

▪ 품질관리사업계획에 관한 지침

▪ 교정 업무에 관한 지침 

▪ 표준물질 생산 및 배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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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안) 고려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 해양관측․

조사 품질관리센터(이하 “품질관리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센터는 현행 해양

과기원의 조직상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의 

기기 검교정․분석센터와 해양과학데이터

센터를 포괄한 조직

2.2. 고려요소

○ 관련 조직 직제 및 업무분장

○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기본 규정

○ 품질관리 업무 수행 관련 지원 사항

○ 표준작업절차서(SOP) 작성 지침

○ 품질관리사업계획 지침

○ 교정 업무 지침

○ 표준물질 생산 및 배포 지침

3. 원규 제․개정(안)

3.1. 직제규정

○ 해양관측․조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전담부서의 설립 및 운영 규정이 요

구됨.

▪ 현재 해양과기원내에 해양관측․조사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부서로는 해양관측기

술자료본부내에 해양과학데이터센터와 기기검교정․분석센터가 있음. 해양관측․

조사 품질관리센터는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의 확대․개편을 통해 가능. 단, 조직

을 센터 혹은 본부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해양과기원의 조직과 기

능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함.

○ 원규의 직제규정에 “(가칭)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센터 운영규정” 신설 

▪ 해양과기원이 수행하는 해양관측․조사 업무의 표준화 및 자료의 품질관리를 통

해 신뢰성 있는 해양과학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가칭)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센터”의 조직, 기능, 인원, 시설, 경영, 업무수행, 책임, 관련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가칭)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센터는 기관의 품질관리 전담부서로 품질관리 업

무 수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전문 인력 및 업무수행 환경을 보유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가칭)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센터 운영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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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안) 고려사항

제2조(조직) 해양관측․조사의 품질관리 세

부업무추진을 위한 기술지원 분야를 하위조

직으로 구성․운영한다. 

* 센터의 조직 및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검

교정 업무, 표준물질 제작 및 배포, 해양조

사자료의 정도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지원팀 구성 필요

* 해양기기 검․교정팀/해양자료수집 및 분

석팀/표준물질팀 등 구체적인 하위조직을 

규정내 삽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조직의 확대 발전 단계에 따라 점차적 확

충을 위한 고려

제3조(구성원)

① 품질관리센터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를 위하여 센터장을 두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팀장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1.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에 대한 책

임을 지고, 소관업무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

행한다.

2. 팀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의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3. 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센터장, 팀장에 대한 임명권

은 해양과기원장에게 있다.

* KOLAS ISO/IEC 17025 상의 규정에 의한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등과 관련한 규

정 참조

* 센터장- 품질책임자

  팀장-기술책임자

* 품질책임자

- 해당기관 전체 품질시스템을 수립하고 유

지, 발전시키고 중요한 방침, 자원의 산정 

배분 등을 위해 경영책임자와 직접적인 접

촉이 가능.  KOLAS 공인기관 조직을 운영

하는 책임자 또는 차 하급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책임자

- 교정, 시험 또는 검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인정제도 및 해당 분

야의 전문기술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이 있는 자. 해당 분야 성적서와 관련 기록

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적

서에 서명

제4조(업무수행)

품질관리센터는 해양관측․조사와 이를 통

한 자료의 제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관측․조사 및 자료의 품질관리 

운영 총괄

2. 해양관측․조사 개발 및 총괄 관리 업

무

3. 해양자료정도관리

4. 표준물질등의 제작 및 관리

5. 품질관리 업무자의 교육 및 훈련

* 제2부 제3편 직무권한 업무분장표 상의 분

장업무를 고려한 기능 규정

* 센터의 기능 초기(안)

1.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계획 작성

2. 해양관측․조사 장비의 교정업무

3. 해양관측․조사 장비의 기술 지원 및 보수

4. 새로운 장비개발 및 성능시험

5. 해양자료 품질평가

6. SOP 기술지원

7. 표준물질 및 표준시료의 제작 및 배포

8. 시료분석서비스

9. 숙련도 시험 및 상호비교시험

10. 품질관리 업무자의 교육훈련

* 센터 기능별 세부 업무내용

1. 해양관측․조사/자료의 품질관리 운영 총괄

- 품질관리계획 수립 지원

- 품질관리사업계획 검토

- 품질관리 기술협의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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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안) 고려사항

2. 해양관측․조사 기․장비 개발 및 총괄    

 관리업무

- 기․장비 개발 및 연구

- 기․장비 점검 및 이력관리

- 기․장비 검․교정

- 기․장비 SOP 기술지원

3. 해양자료 정도관리

- 해양자료 수집 및 관리

- 해양자료 DB 구축 및 운영

- 해양자료 제공서비스 구축 및 운영

- 해양자료처리, 분석 및 활용기술개발

4. 표준물질 등의 제작 및 관리

- 표준물질 등 제작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

- 표준물질 생산시설 및 체계 구축

- 표준물질 생산 모니터링 및 생산환경 유지

- 표준물질 생산, 취급, 보관

- 표준물질 유효성 확인 및 인증서 발급

5. 품질관리 업무자의 교육 및 훈련

제5조(실무운영위원회)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실무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실무운영위원회 기능

- 센터 운영의 주요한 사항

- 연구사업 운영 방향 

- 시설 및 장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규정과의 관계)

센터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제규정 및 지침

을 준용한다. 

3.2. 직무권한 규정

○ 현재 업무분장표 상 기기검교정․분석센터의 분장업무는 정도관리 정책개발 및 연

구, 검․교정, 조사자료의 정도관리 및 평가, 표준물질 및 표준시료의 제작 및 배

포, 원내 정도관리 심의회 및 기술위원회 운영, 관측인력의 교육 및 훈련, 관측 및 

측정 분석 능력 인증, 탐사 및 관측장비 개발, 해양연구 기․장비의 총괄관리 및 

유지로 되어 있으며, 해양과학데이터 센터는 해양과학데이터 관리(자료관리 정책

수립, 자료 수집․관리․백업, 해양자료 DB 구축 및 운영, 자료 제공서비스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정보관리 정책 및 기술개발연구(자료관리 정책개발 및 연구, 해

양자료 질 관리 기술 연구, 자료처리․분석 및 활용기술개발)로 규정됨.

○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업무는 현재 조직 상 기기검교정․분석센터

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해양자료의 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과

학데이터 센터 센터와의 업무내용과 중복 혹은 연계가능한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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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기검교정․분석센터의 분장업무를 기반으로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수행

을 위한 (가칭)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센터의 분장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품질관리 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직무로 해양관측․조사 품질관

리 계획 수립 지원, 품질관리 사업계획 검토, 품질관리 기술협의회 지원등 품질

관리 운영 총괄 업무, 해양관측․조사 기․장비 개발 및 관리 총괄업무, 해양자

료 정도관리업무를 포함.

▪ 그 외에 기․장비 관리 및 정도관리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물질의 제

작 및 관리업무와 품질관리 업무자의 교육 및 훈련 업무 포함.

(가칭)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센터 업무분장(안)

1. 해양관측․조사/자료의 품질관리 운영 총괄

  가. 품질관리 계획수립 지원

  나. 품질관리 사업계획 검토

  다. 품질관리 기술협의회 지원

2. 해양관측․조사 기․장비 개발 및 총괄 관리

  가. 기․장비 연구 및 개발

  나. 기․장비 검․교정 및 이력관리

3. 해양자료 정도관리

  가. 해양자료 수집 및 관리

  나. 해양자료 DB 구축 및 운영

  다. 해양자료 제공서비스 구축 및 운영

  라. 해양자료처리,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4. 표준물질 등의 제작 및 관리

  가. 표준물질 등의 생산, 취급, 보관 및 환경 유지

  나. 표준물질 유효성 확인 및 배포

5. 품질관리 인력의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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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 업무분장표

구  분 분        장        업        무

해양과학데이터

센터

1. 해양과학데이터 관리

  가. 해양자료관리 정책 수립

  나. 해양자료 수집, 관리 및 백업

  다. 해양자료 DB 구축 및 운영

  라. 해양자료 제공서비스 구축 및 운영

2. 해양과학데이터관리 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

  가. 해양자료관리 정책 개발 및 연구

  나. 해양자료 질 관리 기술 연구

  다. 자료처리,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기기검교정․

분석센터

1. 해양관측자료의 정도관리 정책 개발 및 연구

2. 해양관측장비의 검․교정

3. 해양관측자료의 정도관리 및 평가

4. 표준물질 및 표준시료의 제작 및 배포

5. 원내 정도관리 심의회 및 기술위원회 운영

6. 해양관측 인력 교육 훈련

7. 해양관측 및 측정분석능력 인증

8. 해양탐사 및 관측장비 개발

9. 해양관측장비의 총괄관리 및 유지

10. 기타 해양관측장비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및 지원업무

참고 : 현행 업무분장 

3.3. 연구관계 규정

○ 현행 “연구업무관리 규정”은 연구업무의 분류, 신청 및 선정, 연구수행, 성과물 관

리,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룸. 해당 “연구업무관리 규정”개정을 

통해 기관 내 연구사업을 통한 해양관측․조사 활동의 품질관리 규정 확보 필요.

▪ 연구계획서 작성 시 품질관리 사업계획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제9조)

연구관리 행정업무 수행 시 연구계획서와 품질관리 사업계획을 첨부하도록 규정.

▪ 연구사업(계획) 심사 및 연구결과 평가 시 품질관리사업계획 및 품질관리 사업

계획 이행보고서를 심사 또는 평가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연구계획 심사 

및 연구결과평가 시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외에 품질관리사업계획과 품질관리

사업계획 이행보고서를 참고하도록 권고.

▪ 연구보고서 제출 시 품질관리사업계획 이행보고서를 첨부하여야 연구관리 행정

처리에 의하여 연구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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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구업무관리 규정” 개정 “연구업무관리규정”

제9조(연구계획서의 작성) ①연구계획서의 작

성은 해당사업의 관계법령 및 처리규정 등에

서 정한 작성요령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작성

한다.

② 별도의 작성요령이 없는 수탁연구사업과 

자체 연구사업은 주요사업에 준하여 작성한다.

③ 소액연구과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소

액연구사업 수행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연구계획서 및 품질관리사업계획 작성) 

① 현행 동일

② 현행 동일

③ 현행 동일

③-1 해양과학조사가 포함된 연구사업은 “품

질관리 사업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구

사업의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한다.

제10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발의 및 승인처리전

(별표 제1호)과 과제요약서(별표 제2호)를 작

성하여 당해 부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부서운영위원회 심의 후 연구책임자는 본

원의 경우 부(실)장, 분원의 경우 부(실)장 및 

분원장(해양정책연구소의 경우 부(실)장 및 소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팀의 책임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과제요약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연구관

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책임자는 

접수된 신규 및 계속과제에 대하여 연구사업

개발부장을 경우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연구과제는 연구과제관리지침

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신규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발의 및 승인처리전

(별표 제1호), 과제요약서(별표 제2호), 연구사

업의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부서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현행 동일

③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

서, 과제요약서(별표 제2호), 연구사업의 품질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팀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동일

제18조(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서 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 2항과 같

은 결재경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책임자는 제2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억원 이하의 수탁연구과제 및 이

미 발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요사업, 연구인프라운영(KIO) 사업 및 자

체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관련규정 및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

여 제10조 2항과 같은 결재경로에 따라 승인

을 받은 후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책

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출된 보

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서 및 품질관리사업계획 이행보고

서 제출) ① 현행 동일

② 현행 동일

② -1 연구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

고서 제출시 별표 제4호의 품질관리사업계획 

이행보고서를 첨부한다. 

③ 현행 동일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

과 협조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2-1항의 보고

서 등을 제출하고 연구계약의무 이행과 관련

된 제반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연구완료통보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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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구업무관리 규정” 개정 “연구업무관리규정”

④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

과 협조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연구계약의무 이행과 관련된 제반사

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연구완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소액연구사업 결과물의 제출은 제1항의 절

차에 따른다.

별표 제1호. 생략

별표 제2호. 생략

별표 제3호. 생략

별표 제4호. 생략

별표 제1호. 현행 동일

별표 제2호. 현행 동일

별표 제3호. 현행 동일

별표 제4호. 현행 동일

별표 제5호. 품질관리사업계획 이행보고서 

양식

3.4. 기술관계 규정

○ 기술관계 규정으로는 현행 ‘교정검사업무관리규정’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원규 

제13편 기술관계 규정 내에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양

관측․조사 원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지침화를 유도.

3.4.1.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규정 신설의 주요 내용

3.4.1.1. 목적 및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해양관측․조사의 표준화를 통해 해양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내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관리대상 및 목적을 한정함.

○ 본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대상은 해양관측․조사 방법, 기․장비 및 자료의 정도관리

이며, 적용범위는 해양과기원에서 수행되는 해양관측․조사활동과 이에 활용되는 

기․장비, 이에 의한 자료로 한정. 단, 해양과기원이 사용하는 기․장비는 아니나 해

양과기원에 의해 관리(교정, 시험 및 검사)되는 기․장비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3.4.1.2. 품질관리 의무화 혹은 준수

○ 해양관측 및 조사 활동은 다양한 펀드와 관리주체에 의한 연구사업으로 수행되며,

원내 기․장비 관리 및 자료 관리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품질관리 의무

화 규정을 두지 않고서는 관리규정의 성공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규정에서는 해양과기원의 연구주체로 하여금 해양관측․조사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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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규정을 준수하고, 해양과기원장으로 하여금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을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함.

3.4.1.3. 정의 규정

○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사업계획, 품질문서, 표준물질, 인증표준물질, 교정, 소급성,

측정 불확도, 표준작업절차서, 숙련도 시험, 기․장비,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의 

정의를 규정함.

3.4.1.4. 품질관리 전담조직과 관리주체의 책임과 권한

○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한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조직이 품질관리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

직하나,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을 감안하며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 KOLAS KS Q ISO/IEC17025, 일반요구 및 기술요구사항 등 관련 기준에 의하면 

품질관리 전담조직은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자를 품질책임자로 임명해야함.

○ 해당기관의 경영책임자와 품질관리 전담조직의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에게 품질

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마련 필요.

3.4.1.5. 품질관리 기술협의회

○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 협의, 조정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구

성․운영.

○ 품질관리기술협의회는 원내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표준작업절차서 

작성 시 검토, 표준물질 가격결정, 기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 협

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

3.4.1.6. 품질관리계획과 품질관리사업계획

○ 품질관리계획은 해양과기원의 품질관리 기본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품질

관리를 위한 시설, 기반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기․장비 관리 방향,

표준작업절차서 작성 방향(작성대상 및 내용, 작성주체, 작성일정, 기 작성된 SOP

검토결과에 따른 수정방향), 표준물질 생산 및 관리방향, 품질관리 교육 및 훈련 

방향 등을 제시토록 규정.

○ 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심의사항에 제8호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 품질관리사업계획은 해양관측․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계획

으로 과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내용으로 함. 품질관리부서는 작성된 품질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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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는 품질관리사업계획 이행보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 연구관리규정상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과 연계 고려.

3.4.1.7. 표준작업절차서

○ 표준작업절차서 작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 표준작업절차서는 품질관리 기술협의회

가 작성한 표준작업절차서 작성 추진계획에 따라 품질책임자의 책임으로 작성이 

추진되어야 하며, 표준작업절차서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개별 연구자를 작성에 

참여토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작성된 표준작업절차서를 검토하고 승인받아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

3.4.1.8. 기․장비 관리

○ 해양관측․조사에 사용되는 기․장비의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기․장비에 대한 점

검, 검․교정이 이루어져야 함.

○ 기․장비에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연구자가 기․장비를 관리하는 해양

과기원의 여건상, 모든 기․장비 관리 의무를 품질관리전담부서에 둘 수 없기 때

문에,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품질관리전담부서에 기․장비 점검 및 검․교정을 요

청 시 품질관리전담부서가 기․장비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

○ 하지만, 기관 전체 차원에서 기․장비 통합관리가 장기적으로 달성된다는 전제하

에 주요 기․장비 및 공동활용장비 등에 한하여 품질관리계획상에 기․장비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장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

3.4.1.9. 표준물질 생산 및 배포

○ 표준물질 생산기관은 기술책임자, 부책임자를 임명하고 있고, 내부심사자가 있어 

품질시스템이 이행, 준수됨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

○ 품질관리 전담부서의 장(품질책임자)을 표준물질 생산 관련 기술책임자로 기술팀

장을 부책임자로 하고 표준물질 품질보장 문서를 승인, 발행, 관리토록 함.

○ 생산된 표준물질의 품질 이상에 대한 관리 조치가 가능해야 함.

3.4.1.10. 숙련도 시험 및 교육

○ 국가공인기관 으로 인정을 받은 후 해당 업무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

하여 숙련도 시험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 시험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평

가받아야 함.

○ 품질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KOLAS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

함으로써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원내 품질관리 인식제고 및 관측․조사 품질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관련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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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

양관측․조사 활동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관측․조사 방법, 기․장비 

및 자료의 정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과기원이 수행하는 해양관측․조사활동과 관련 기․장비 

및 자료 정도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품질관리 준수사항) ① 해양과기원의 부서 및 연구자는 해양관측․조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라도 동 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장은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관측․조사”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하

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품질요건 충족을 위한 운영 기법 및 활동으로 품질표준을 설정하

고 이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수단을 말한다.

3. “품질관리계획”이란 해양관측․조사의 품질방침 및 정책, 기․장비 관리, 내부품

질점검 및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말한다.

4. “품질관리사업계획”이란 품질관리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원내 품질관리

계획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 수립하는 품질관리 계획을 말한다.

5. “품질문서”란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해 작성된 문서와 품질관리를 수행

한 결과물로서 파생된 문서로서 전자는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사업계획서, 표준

작업절차서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교정성적서,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6. “표준물질(RM)”이란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잘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7. “교정(Calibration)”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8. “소급성(Traceability)”이란 연구개발, 해양관측․조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9. “측정 불확도(measurement Uncertainty)”란 사용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측정량

에 대한 측정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음이 아닌 파라미터를 말한다.

10. “표준작업절차서(SOP)”는 제조, 품질 관리 작업(일)의 순서, 절차, 방법 등을 정

한 규정으로 시험 실시 과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 기준

을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11. “숙련도 시험”이란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이 균질한 시료의 시험기관간 비교방법

을 통하여 시험수행도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양관측․조사 기․장비”는 해양의 보전, 연구, 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해수 

및 해류특성, 조위 및 파고, 지형 및 지층, 기상 및 대기, 지자기 및 중력, 위치, 영

3.4.2.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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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음향특성 등을 관측하는 기․장비와 시료채취, 통신 관련 기․장비를 말한다. 

13.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이라 함은 해양과기원의 연구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운영하기 위하여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품질관리 조직

제5조(품질관리 전담부서) ① 해양과기원장은 해양과학조사 품질관리 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원

의 책임 및 상호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 

② 품질관리 전담부서는 원내 해양과학조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확보, 유

효성 확인, 기술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해양과기원장은 연구원내 해양과학조사 품질관리 총괄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를 품질책임자(품질관리 전담부서의 장)로 임명한다. 

제6조(책임과 권한) ① 해양과기원장은 원내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관련 제도 마

련, 자원확보,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 설립 및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갖

는다. 

②품질책임자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품질관리 지침 제․개정 검토, 

시험 및 교정 업무 관리감독, 품질문서 관리, 품질관리 교육 훈련 등의 책임을 갖으

며, 품질관리와 관련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받을 수 있다.  

③ 기술책임자는 품질기술 지원, 기․장비 검교정 기술업무, 품질문서 작성, 기타 환

경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7조(품질관리 기술협의회의 구성) ① 해양과기원장은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

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술협의회를 둔다.

② 품질관리 기술협의회의 장은 품질관리 전담부서장으로 하며, 해양관측․조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12인으로 구성한다.

③ 품질관리 기술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운영간사를 둘 수 있다.

④ 품질관리 기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품질관리 기술협의회의 기능) 품질관리 기술협의회는 원내 품질관리를 위한 사

업계획 검토 및 조정 기술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원내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의

2. 표준작업절차서 검토

3. 표준물질 가격 결정

4. 기타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3장 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과기원장은 연구원내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련 부서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7조에 의한 기술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관리계획의 내용)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시설 구축 방향

3. 해양관측․조사 기․장비 관리계획(장비별 점검, 검․교정 계획)

4. 기․장비별 표준작업절차서(SOP) 작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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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물질 생산 및 관리방향

6. 해양과학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방향에 관한 사항

7. 기타 품질관리를 위한 사항

제11조(품질관리사업계획) ① 해양관측․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제8조에 

의한 품질계획지침에 따라 품질관리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부서는 작성된 품질관리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유효성을 검토한다.

제12조(품질관리사업계획 작성 지침) 해양과기원장은 해양관측․조사의 품질관리를 위

하여 품질관리사업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한다.

제13조(표준작업절차서) ① 품질책임자는 제9조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해양관측․조사 

기․장비 활용의 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해양과기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원내 

인트라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표준작업절차서 작성시 관련부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책임자는 표준작업절차서 작성시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품질관

리기술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장비 관리) ① 기․장비 사용자는 해양관측․조사에 사용되는 기․장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관리전담부서에 기․장비 점검 및 검․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전담부서는 제9조 품질관리계획 및 사용자 요청에 따라 기․장비를 점

검하고 검․교정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 전담부서는 기․장비 관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이력을 연

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에 등록한다.    

제15조(교정 업무 지침) 품질책임자는 교정 시설, 대상, 주기, 실시 방법 등 교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교정업무지침을 작성한다.

제4장 표준물질

제16조(표준물질 생산) ① 품질관리부서는 해양관측∙조사 장비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

가 등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② 품질책임자는 생산된 표준물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를 승인, 발행, 관리

한다. 

제17조(표준물질 배포) ① 품질관리부서는 생산된 표준물질을 원내 수요자에게 무상 

배포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부서는 생산된 표준물질을 원외 수요자에게 배포 시 표준물질 생산연구 

지원을 위해 책정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물질 가격산정) 표준물질 제작ㆍ인증한 연구부서 또는 연구자는 생산단가 

등을 고려하여 표준물질 가격을 산정ㆍ제시하고, 품질관리 기술협의회는 제시된 표

준물질 가격을 검토 후 타당한 가격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19조(표준물질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품질책임자는 표준물질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한다.

제20조(부적합 표준물질 관리) 품질관리부서는 부적합 표준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선조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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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서관리

제21조(문서관리) ① 모든 품질문서는 발행에 앞서 품질관리부서로부터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문서의 개정은 최초로 해당 품질문서를 작성, 발의, 검토, 심의, 승인한 품질

관리전담부서 또는 품질책임자의 작성, 발의, 검토,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품질관리전담부서는 품질문서의 제(개)정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관리) 품질관리부서는 해양관측∙조사 품질 및 기술기록의 작성, 식별, 수

집, 색인, 분류, 열람, 보관, 유지, 폐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ㆍ관

리한다.

 제6장 숙련도 시험 및 교육

제23조(숙련도 시험) 검․교정, 표준물질 제조 등의 품질업무 수행 직원은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숙련도 시험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숙련도 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① 품질관리부서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후 원장의 승인을 

받고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② 품질관리부서장은 년1회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파악

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③ 검․교정, 표준물질 제조 등의 품질업무 수행직원은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해 

KOLAS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 문 고려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관측․조사 품질관

리규정 제12조에 의한 표준작업절차서의 작

성, 검토, 승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세

부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 기ㆍ장비 활

용 효용을 높이고 생산된 데이터의 정확성, 

정밀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SOP는 일반적으로 기술SOP와 경영

SOP로 구분되며, 기술 SOP는 시료 

준비, 시료 분석, 시료 분석장비, 해

양관측장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본 규정은 해양관측장비에 관한 

SOP를 적용범위로 하나, 향후 품질

관리 발전 단계에 따라 확대 필요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과기원의 해양

과학조사 기ㆍ장비를 사용하는 연구자 및 부

서에 적용된다. 

제3조(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 ① 품질책임자

는 표준작업절차서 작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장비별  표준작업

절차서를 작성한다. 

1. SOP 목적 및 관련 정의

2. 장비 적용 범위 

○ SOP 작성 주체는 품질책임자료 규

정하고 있으며, SOP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부서 및 연구자가 이에 참

여하도록 규정

○ SOP 작성주체를 개별연구자로 하는 

경우, SOP 작성 책임의 소재가 불

4. 지침 제․개정(안)

4.1. 표준작업절차서(SOP)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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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기본동작 원리 및 구성

5. 장비 운영자 자격요건 및 책임사항

6. 부속품, 소모품

7. 작업 방법 및 절차

8. 품질관리 및 보증

9. 데이터 관리

10. 장비 및 기록물 관리

11. 기타 안전사항

② 표준작업절차서 작성 시 현장준비 체크

리스트를 첨부한다.

③ 품질책임자는 표준작업절차서 작성을 위

해 관련 연구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부

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명확할 수 있으므로 책임에 소재는 

품질책임자로 두되 개별 연구자로 

하여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SOP 작성 참여요청에 응하도록 규정

○ SOP의 현장 활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도록 규정

제4조(표준작업절차서의 승인 및 게재) ① 품

질책임자는 기․장비별 표준작업절차서를 작

성하기 위해 품질관리 기술협의회와 협의하

고 해양과기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기․장비별 표준작업절차

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연구부서에 

통보하고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SOP를 작성 시 품질관리기술협의회

와 협의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승인된 SOP는 개별연구자에게 통보

되고 서비스되도록 규정

제5조(표준작업절차서의 변경) ① 품질관리 

기술협의회는 2년마다 승인된 SOP를 검토하

고 품질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제1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SOP를 최신내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개별 연구자는 필요한 경우 문서변경신

청서를 작성하여 표준작업절차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표준작업절차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

4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SOP는 기술협의회 검토에 따라 주

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개별연구자

의 요청에 의해서도 변경 가능함

제6조(표준작업절차서의 문서관리) ① 품질책

임자는 표준작업절차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② 제5조에 의한 표준작업절차서 변경 시 개

정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번호 및 제2항에 의

한 개정번호가 부여된 모든 표준작업절차서

는 보관실에 보관한다.

③ 품질책임자는 연구장비관리 종합서비스

를 통해 제공되는 표준작업절차서 사용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 SOP 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토록 하며, 변경 

시에도 개정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

록관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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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표준작업절차서 작성자의 평가) 품질책

임자의 요청에 의해 SOP 작성에 참여한 개

별 연구자는 인사고과 요령에 따라 인사고과 

시 업적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표준작업절차서는 해양관측․조사
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장비
사용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연구자
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을 통
해 작성 가능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독려하
고, 작성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표
준작업절차서 작성에 참여하는 개
별연구자 업적 평가에 이를 반영
토록 함

○업적평가 반영을 위해 인사고과 
기준에서 “비연구활동 업무” 평가
항목 개선을 통해 “SOP 작성” 평
가 기준 반영 필요

조 문 고려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등에 따라 품질관리사업계획에 관
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관리사업계획은 해양관측․조사 
활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용
이나, 개별연구자의 연구조사 역량 
및 활동을 부정적으로 제약하는 역효
과 발생 가능성 있음. 사업의 품질관
리가 개별 연구자의 역량에 의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작성, 결과보
고 등의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시

제2조(적용범위) 품질관리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품질관리사업계획의 작성) ① 품질관리사
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
책임자가 작성한다.

1. 사업개요 
2. 품질목적 및 기준 
3. 문서 및 기록 
4. 품질관리(QC)
5. 기기 및 장비 시험, 검사 및 유지 
6. 유효성 수단 

② 연구책임자는 품질관리사업계획 작성 시 품
질책임자(품질관리 전담부서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사업계획은 연구계획서 작성
에 따른 연구관리 행정절차를 동일하
게 적용받도록 연구관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품질관리사업계획의 기본골격만 지침
을 통해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역량
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

○작성된 품질관리사업계획은 품질책임
자의 검토 절차를 둠으로써 행정적으
로 품질관리사업계획이 적절히 작성
되었는지를 감독하도록 규정

제4조(품질관리사업계획의 이행) 연구책임자는 
해양관측․조사 활동 시 품질관리사업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유효성 검증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사업계획의 이행보고서) 연구책임
자는 품질관리사업계획 이행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연구자로 하여금 사업완료시 품
질관리사업계획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규정

4.2. 품질관리사업계획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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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해양관측․조사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및 장

비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정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
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
하여 측정기를 보유, 사용하는 자
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
해야할 의무를 가짐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과기원내 보유 

해양 기․장비와 대외에서 교정 받고자 의

뢰된 해양관측․조사 기․장비에 한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

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표준 소급성”이란 국가표준에 대한 하

위급 계량계측기기 및 장비와의 교정 연

계성을 말한다.

3. “교정용 표준기”란 연구원이 유지해야할 

계량계측분야별 표준기로서 공장용 표준

기 및 정밀계측기기의 검․교정에 사용

되는 기기를 말한다.

4. “표준물질”이란 기기의 교정이나, 측정 

방법의 평가나 또는 재료의 값을 부여하

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게 확정되

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제4조(교정 방법)  ① 해양관측․조사에 사용

되는 기․장비 등의 표준 소급성 유지를 위

한 분야별 교정방법은 별표1에 의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기․장비의 사용목적, 정확

도, 안정성, 환경 및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2년마다 교정대상, 주기, 방법 등을 검토 

및 재설정 한다.  

③ 교정방법은 최신판 규격을 보유하여 사용하

되 비표준 교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교정방

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교정방법의 

유효성을 교정의뢰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
2항에서 규정에 의해 교정수행 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상 및 주기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해양과기원이 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국가
교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
고 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이 유지
되어야 하며, 품질책임자, 기술책
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하고 있어
야 하며, 그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지식경제부가 

4.3. 교정업무 지침



－ 504－

조 문 고려사항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함

○별표를 통해 분야별 교정대상 기․
장비, 기․장비별 교정 주기 및 방
법 설정

제5조(교정업무 직원) ① 교정업무 수행 및 수

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책임자와 실무책임

자를 둔다. 

② 기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측정분야 최소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해당법규 및 KS Q ISO/IEC 17025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자

3. 교정방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측정

불확도 산정 등 교정결과에 대한 기술적 

평가 능력이 있는자

4. 교정실무자의 오류를 검출 할 수 있는 능

력을 보유한 자

③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원장이 임명한다. 

 1. 기술적으로 교정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능력, 측정설비 및 측정기의 운용 

능력, 보유교정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 

측정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능력을 

보유한 자

 2. 업무능력 평가에서 교정․측정능력(CMC)

의 재현 여부 및 교정범위 내의 교정능

력을 보유한 자

3. 추정된 측정 불확도 값과 요인에 대한 검

토가 가능하고, 숙련도 시험 실시결과가 

양호한 자

○품질관리전담부서의 부서장은 기관
의 품질책임자이며, 전담부서의 팀
장은 각 기술 부문의 책임자가 됨. 
즉, 교정팀의 팀장이 교정업무수행
을 위한 기술책임자가 됨

○국가교정기관 지정을 위하여 기술
책임자와 실무책임자는 KOLAS 국
가교정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토록 규정

제6조(교정시설) ① 품질책임자는 교정수행을 

위해 적합한 환경조건을 포함한 적정 고정

교정시설을 확보하고 환경조건이 결과를 무

효화하거나 측정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실은 다음 각 호

의 환경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온도, 습도 등 별표2 에서 정한 환경조건 

유지 

2. 상용 출입구는 한 개만 사용 유지

3. 교정실 또는 그 부대시설 내에서의 취식, 

○교정시설은 교정수행을 위해 적합

한 환경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정기

적으로 환경조건을 관리 감독 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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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등 행위의 금지

4.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실험의 착복

③ 교정 관련 실무자는 정기적으로 환경조건

을 감독, 관리 기록하며 고정실 환경조건이 

고정결과를 저해하는 경우 교정을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7조(표준기 및 표준물질) ① 해양과기원은 

국가표준연구기관 또는 상급교정검사기관으

로부터 별표3에 의한 해당분야 및 정밀정확

도에 해당하는 표준기와 표준물질을 제6조

에서 정한 장소 및 환경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이 표준기는 표준소급이 가능한 국

가표준연구기관 또는 상급교정검사기관으로

부터 국가표준에 대한 표준소급을 받아야 

한다.

○교정을 위한 표준기 및 표준물질은 

상급검사기관으로부터 표준 소급받

은 것이어야 하며, 적정한 환경과 

장소에서 유지 관리 되고 있어야 함.

제8조(교정신청)  ① 교정을 받고자 하는 의뢰

자는 교정신청서 및 접수증를 작성하고 품질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업무 실무자는 해당 교정과 관련된 신

청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③ 품질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전 검토 결과 연구원에서 교정이 가능하다

고 판정된 때에는 교정대상기기에 교정검사

기록표찰을 부착, 접수하고 의뢰인에게 교정

검사 신청서 및 접수증를 교부한다. 다만,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그 사

유를 통보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교정신청이 변경되는 경우, 최초와 같이 사

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의

뢰인 및 관련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교정실시) ① 제8조에 의한 교정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면 교정용 기술서, 제작사의 

지침서 등에 기재된 교정절차에 따라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장소 및 환경에서 국

가측정표준에 소급된 상위 표준기를 사용하

여 교정을 실시한다.

○교정은 정해진 환경에서 국가측정

표준에 소급된 상위 표준기를 사

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예외

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장비의 

경우 현장교정이 가능토록 하고 

보완조치토록 규정
제10조(현장교정) ① 피교정기기가 운반이 어

려울 경우나, 주장치에서 탈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에 의한 고정교정실 이외의 장소에서 

현장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정교정실 이외의 장소에서 교정이 필요

한 경우 교정 의뢰자는 현장교정 사유를 교

정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교정실무자는 현장의 극심한 오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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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데이터의 보정, 측정불확도 추가 반

영 등의 보완조치로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현지출장을 중단

하여야 한다.

 ④ 교정실무자는 환경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데이터의 보정, 측정 불확도의 추가 

반영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정 불확도 추정) 교정 실무자는 교정

시 사용된 표준기 및 표준물질, 사용된 방법 

및 장비, 환경조건, 시험 또는 교정대상 품목

의 속성 및 상태, 측정자 등 불확도의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측정 불확도를 산출하여 기

술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교정 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불확도란 측정결과의 타당성에 대

한 의심을 의미하며, 측정량의 산

포특성 파라미터 등의 성분으로 

구성. 측정결과는 측정량의 값에 

대한 최적추정값이며, 모정과 기준

표준에 관련된 성분처럼 계통효과

에서 기능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다양한 불확도 성분 산포에 기여
제12조(교정 성적서) ① 품질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실시완료한 때에는 의뢰

인에게 교정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정 성적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교정을 이 주소와 

다른 곳에서 실시한 경우 그 위치 정보)

2. 교정의뢰인/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3. 교정방법 및 환경조건

4. 교정을 실시한 품목에 대한 기술, 조건 

및 명확한 확인

5. 인수일자 또는 교정실시일자

6. 샘플링 계획 및 절차

7. 교정의 결과 및 측정 불확도

8. 교정 성적서 승인권자의 이름, 직위, 서명

9. 교정결과가 교정을 실시한 품목에만 해

당된다는 진술

○품질책임자는 교정 실시 후에는 교

정기관, 의뢰인, 교정방법, 환경조건, 

절차, 일시, 결과 및 불확도 등을 

작성한 교정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함

제13조(교정 증명서) 교정결과 해석을 위하여 

교정 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이 실시된 

조건

2. 측정 불확도와 확인된 도량형적 시방 또는 

해당 조항에 대한 적합한 설명

3. 측정 소급성에 대한 증거

제14조(교정검사 필증 부착) 교정업무관리 부

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 

성적서가 발급된 대상 계량계측기기에는 별

표7 에 의한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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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정 수수료 및 비용) ① 교정 수수료
는 교정검사 신청자와 협의하고 한국계량측
정협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9조에 의한 교정을 실시 완료한 때에는 
대금납부의뢰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금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출장교정의 경우 제1항의 교정수수료에 노
상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인건비, 출장여비, 차
량운영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④ 회계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 및 3항에 
의한 수수료 징수 시 동 수수료의 10%에 해
당하는 국가표준 소급료를 추가징수하고 이를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과기원 보유 해양과학 기기 및 장비에 대
한 소급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⑤ 회계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하고 신청인에게 
납입증빙서류를 교부한 후에 수수료 및 비용
에 관한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교정검사관리대장) 품질관리부서장은 교

정 신청서의 접수, 교정 결과 등을 교정검사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실적보고) 교정업무관리 부서장은 분기

별로 교정검사 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불만처리) 교정 결과에 오류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재교정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교

정에 따른 수수료와 경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제19조(측정 및 교정검사 시스템의 심사 및 재

검토) ① 품질관리전담부서의 교정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를 년 1회 실시한다.

 ② 품질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에 근

거하여 측정 및 교정검사 시스템의 정밀정확

도 유지에 여향이 있을 경우 국가표준과 소

급성이 유지된 표준기로 재검사 및 측정 등 

정밀정확도 유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

하여야 한다.
- 별표1. 교정방법(분야별 교정대상, 주기, 방법 등)

- 별표2. 교정실 환경조건

- 별표3. 표준기 및 표준물질(해당분야, 정밀정확도)

- 별표4. 교정/시험 신청서 및 기록부 양식

- 별표5. 교정 성적서 양식

- 별표6. 교정 결과서 양식

- 별표7. 교정 검사필증 양식

- 별표8. 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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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관측․조사 기․장비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에 값을 부여하

는데 사용되는 표준물질의 생산 및 배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다음의 관련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동 지

침은 아래 규정에 의한 요건 충족을 

위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1. KS A ISO Guide 31 (표준물질-

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2. KS A ISO Guide 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

 3.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의 

인증-일반적 및 통계적 원칙)

4.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

사항)

5.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6. KS Q 4001 (측정결과의 불확도 

산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7. 인정마크사용 및 국제공인기관표

시를 위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물질”이라 함은 기기의 교정이나 측정 

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의 값을 부여하는 데

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

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잘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인증표준물질”이라 함은 공인된 기구에 의

해 발급된 문서를 동반하는 유효한 절차를 

사용하여 한 개 이상의 명시한 특성값과 연

계 불확도, 그리고 소급성을 제공하는 표준물

질을 말한다.

3. “특성값”이라 함은 표준물질의 물리적, 화학

적, 생물학적 특성을 표시하는 값을 말한다. 

4. “특성화”라 함은 인증 과정의 일부로서 표준

물질의 특성값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6. “매트릭스”(매질)라 함은 자연, 산업적인 생

산 또는 다른 부분에서 시료로 취한 물질(토

양, 식수, 공기 등)을 말한다.

7. “안정성”이라 함은 적절한 운송 조건하에서 

4.4. 표준물질 생산 및 배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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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는 동안 표준 물질 특성의 안정성과 

인증 표준물질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절

한 저장 조건하에서 표준물질 특성의 안정성

을 말한다. 
제3조(표준물질생산체계) 품질관리부서는 생산하는 

표준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생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후보표준물질의 적합한 선택(입자크기 범위, 

농도 범위 등)을 보장하는 조치

2. 제조 절차

3. 요구되는 표준물질의 균질도 달성

4. 표준물질의 안정성 평가

5. 특성화 수행 절차

6. 국가 또는 국제 측정표준에 대한 수급성의 

실제적인 현시

7. 적합한 보관 시설

8. 적합한 식별, 라벨링 및 포장시설, 포장 및 

배달 절차

9. 기타 표준물질 생산에 필요한 사항
제4조(표준물질 생산 시설) ① 표준물질의 생산은 

원칙적으로 고정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

만, 이동 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 특히 이동장비

에 대해서는 장비수령, 반납시 장비의 유지조건, 

이동 후 시험활동에 대한 절차를 수립해야한다.

② 표준물질의 제조나 생산의 일부업무를 협력기관

에 위탁할 경우, 협력기관은 해당 업무에 대한 

인적, 기술적, 시스템 요구사항을 생산기관이 수

행할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관이 균질성시험, 안정성시험, 특성값 부

여 등의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험분야에 

대하여 ISO/ IEC 17025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

다. 

○표준물질 생산은 고정시설에 수행

하는 것이 원칙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

관도 관련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생

산기관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제5조(표준물질 생산과정 모니터링) 표준물질의 생

산 기획은 각 과정별로 그 품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이는 추후 부적

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표준물질 생산과정에 대한 모니터

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과정에 

대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함

제6조(표준물질 생산 등의 환경) ① 품질관리전담

부서는 표준물질의 제조 및 포장을 용이하게 하

도록 시설, 교정 및 측정구역, 표준물질 제조 및 

포장구역, 에너지원, 조명, 온도, 압력 및 환기 

등의 적절한 환경을 구축, 유지하여야 한다.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생산, 제조, 

포장, 보관의 적정 환경을 구축,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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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질관리전담부서는 표준물질의 생산 기간 동안 

습도, 온도, 진동, 공기 중의 먼지 및 미생물오

염, 자장 및 전자기파(적절한 경우)로 부터 표준

물질의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물질 취급 및 보관) ① 품질관리전담부

서는 제조시점부터 사용자에게 배포할 때까지 모

든 후보물질 및 표준물질을 식별, 보존 및 격리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전담부서는 모든 표준물질에 대한 적합

한 포장을 하여야 하고 물질의 손상을 막기 위한 

안전한 보관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표준물질은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 및 반출될 수 있다.

④ 개개의 표준물질에 생산기관, 물질번호 등의 정

보를 확인시켜 줄 라벨을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

다.
제8조(표준물질의 제조와 적합성 입증) ① 품질관

리전담부서는 의도된 사용에 적합하게 표준물질

이 제조되었음을 입증해야한다. 

② 표준물질 제조 절차에는 적절한 경우, 다음 사

항을 포함한다.

1. 물질 종류의 확인을 위한 정성 분석

2. 기계가공, 분쇄, 혼합, 체가름 및 균등 선별

3. 입도 분포의 측정

4. 시료 용기의 세척

5. 건조(동결 건조를 포함), 멸균

6. 배치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의 포장

7. 균질성 시험

8. 생산되는 표준물질의 특성값 /안정성 평가

9. 특성화 

○표준물질 제조 시 의도된 사용에 

적합한 물질인지 입증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표준물질 제조상 거

쳐야 할 절차를 관련 규정으로 확

보하여야 함

제9조(인증서 발급) ① 품질관리부서는 표준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에는 특성값, 불확도, 표준물질의 유효일

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물질 배포 및 판매 시 인증서

를 발급하며, 인증서에는 표준물질

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제10조(사후조치) 품질관리부서는 표준물질이 기준

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용자에 

통보하여 그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이미 사용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준물질 생산 및 배호 이후 물질

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

선 조치를 위한 규정을 확보하여야 

함

제11조(배포) 표준물질의 배포는 생산한 연구부서 

및 연구자가 품질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표준물질의 배포는 직접적 생산자

와 품질관리 전담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품질관리 기술협의회 

최종 판단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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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표준물질 가격산정) ① 표준물질 제작ㆍ인

증한 연구부서 또는 연구자는 생산단가 등을 고

려하여 표준물질 가격을 산정ㆍ제시한다. 

② 품질관리 기술협의회는 제시된 표준물질 가격을 

검토 후 타당한 가격으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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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 해양표준화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해양경제 발전의 촉진과 해양과학기술의 진보,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및 종합적 

관리,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 공공서비스 수준 및 해양설비 품질의 제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및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화인민

공화국표준화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시행조례”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해양표준화란 국가 해양권익의 수호, 해양자원의 조사․개발․이용 활동, 해양

환경 보호, 해양 공공서비스의 발전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 등 해양 관련 사업의 확

대에 필요한 기술표준의 제정, 실시표준의 구성, 그리고 표준의 실시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제3조 해양표준화는 국가표준화체계의 중요 구성요소이고, 각각의 해양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격의 기술기초사업이다. 해양표준화 설계는 해양사업 및 해양과학기술 발

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중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 자원 및 환경의 종합적 관리, 해양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 해양과학조사와 해양 지질, 지리, 자원, 에너지원, 환경 및 해양경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 해양 탐사설계, 해양재해 예보 및 경보, 해양설비 및 해

양담수화 처리설비의 연구제작 및 생산 등의 기술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개인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관리기구

제5조 국가해양행정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약칭함)은 전국 해양표준화 사업을 

주관한다. 국가해양국의 북해지국, 동해지국, 남해지국(이하 “구역관리기관”이라 약

칭함)은 북해, 동해 및 남해 구역의 해양표준화 사업을 구별하여 관리한다.

제6조 국가해양표준화 측량센터는 전국 해양표준화 기술을 집중 관리한다. 칭다오,

샹하이, 광저우의 표준화 측량센터는 북해, 동해, 남해구역의 해양표준화 기술을 구

별하여 집중 관리한다(이하 “기술 집중관리 기관”이라 약칭함). 기술 집중관리 기관

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양표준화 방침의 개발, 정책연구 및 해양표준화 체계 설계 등 관련 기술의 연구

(2)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표준화 사업의 조직 및 표준화 효과의 평가기술에 

대한 연구

(3) 주관기관의 위탁을 받아 표준 제․개정에 참여, 해양표준 제․개정 항목과 표준

초안의 표준화기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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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표준의 실시에 대한 기술지도

(5) 표준의 재심 및 재심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

(6) 표준화기술에 대한 자문 및 인력양성, 표준정보 서비스의 개발

(7) 기업표준의 등록 및 기업표준화 작업에 대한 위탁감독

(8) 관련 신상품, 신재료 및 도입된 기술의 표준화 심사 전담, 해양 전용상품의 명명

(命名) 및 모델 관리 등 

(9) 주관기관이 위탁한 기타 표준화 임무의 전담

제3장 표준의 제정

제7조 해양표준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학기술 전문용어, 도표 및 부호

(2) 해양자원 및 환경조사, 모니터링 기술과 방법

(3) 해양 지질 실측, 해양 탐사 설계 및 환경 파라미터 계산

(4) 해양환경 및 해양재해 예측, 예보, 경보 기술, 해양재해 평가․분석 및 구획관리 

기술

(5) 해양생물, 퇴적물 성질, 해수의 수질 및 상응하는 오염물의 분석․측정 기술

(6) 해양 자료․정보, 에너지원, 자원 및 환경 관리와 그 종합적인 개발․이용 기술

(7) 해양설비 및 해수 담수화 설비 상품의 모델, 명명(命名), 성능 및 품질 조건

(8) 해양자원과 환경의 분석 및 평가 기술

(9) 해양 감찰 및 법 집행 관련 기술

제8조 해양표준의 제정은 다음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1) 국가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 기술의 선진성, 실행가능성, 대표성,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고, 과학기술 

진보의 촉진과 효율성 및 제품 품질 제고에 유리해야 한다.

(3) 국가 해양권익의 수호, 해양경제 발전의 촉진,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 해양 생

태환경의 보호,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이익의 통일적인 실시에 유리해야 한다.

(4) 국제표준과 국외의 선진표준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대외 기술교류 및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5) 관련 표준의 협조 및 조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해양표준체계의 형성과 종합적

인 표준화 작업의 개발에 유리해야 한다.

제9조 전국범위 내의 통일적인 해양기술 요구에 대하여 국가표준(표준샘플의 제작 포

함)을 제정해야 한다. 주관기관이 항목의 초안을 만든 후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기

관에 통일적으로 보고한다.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기관은 계획을 편성하고 이를 통

일적으로 심사하여 허가한 뒤, 일련번호를 매기고 반포한다.

제10조 상응하는 국가표준이 없으나 전국 해양산업 시스템 내에 통일적인 해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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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해양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해양산업표준은 주관

기관이 제정하고 국가표준화행정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1조 기업 및 사업기관 내부의 통일적인 해양기술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당해 기

업 및 사업기관은 기업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의 제품표준은 반드시 당해 지역

의 표준화행정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12조 표준제정은 표준을 주로 사용하는 기관, 생산기관, 과학연구기구, 학술단체,

기타 관련 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고, 표준의 정확성,

선진성 및 대표성을 보증해야 한다.

제13조 해양표준 제정 및 관리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4장 표준의 실시 및 감독

제14조 해양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추천성 표준으로 분류된다. 아래의 표준들은 강제

성 표준에 속한다.

(1) 해양환경요소 성질 표준

(2) 해양자원과 환경의 조사,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표준

(3) 중요하게 통용되는 기술의 전문용어, 부호 및 도표 제작 표준

(4) 해양 전용 기기설비의 생산, 저장과 수송 및 사용의 안전 표준

(5) 해양사업의 환경과 안전 표준

(6) 해양방재 기술의 표준

위에 열거된 강제성 표준 외에, 기타 방면의 표준은 추천성 표준에 속한다.

제15조 해양 강제성 표준은 이미 공포되었으므로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추천성 표준

은 자진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 주관기관은 국가표준화행정주관기관의 지도 하에 전국 해양표준의 실시와 감

독․관리를 책임진다. 구역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통일된 지도 하에 관할구역 내에

서의 해양표준의 실시와 감독을 책임진다. 기술 집중관리 기관은 해양 전용 기기설

비 및 해양자료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위탁에 의거하

여 해양표준의 실시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제17조 새로운 연구제작 제품, 개량제품 및 기술개조를 진행한 제품은 모두 표준화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설계, 감정 및 규격화 시에 표준화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표준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규격화 및 생산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해양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은 그 제품의 품질 및 품

질관리 체계에 대하여 주관기관 또는 구역관리기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국외로부터 도입된 해양기술과 기기설비에 대하여는, 각각의 도입 기관의 주

관기관의 표준화기구가 표준화 심사를 책임진다. 심사결과와 심사자료는 반드시 기술 

집중관리 기관에 등록되어야 하고, 기술 집중관리 기관의 표준화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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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표준의 실시 후, 주관기관은 과학기술 발전과 해양경제 건설 및 해양관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적절한 때에 관련 기관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표준 재심 기간

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장려 및 처벌

제21조 표준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한 표준화 과학기술 

성과 및 품질평가기술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장려를 진행한다.

제22조 아래의 상황에 대하여 표준화행정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기한 내에 개선

할 것을 명하고, 주의를 주거나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1) 표준 요건을 따르지 않고 생산한 경우

(2) 기업표준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3) 제품이 표지 부착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신제품, 개량제품 및 기술개조가 표준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과학연구, 조사, 모니터링, 설계, 생산, 서비스 및 관리 중 관련 강제성 표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강제성 해양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수입에 대하여 표준

화행정주관기관 또는 관련 행정주관기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생산 및 

판매의 중지를 명한다. 또한 그 핵심기술을 금지하고 기관 및 책임자에 대하여 벌

금형을 부과한다; 엄중한 결과를 조성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직접 추궁한다.

제24조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이 인증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지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품이 인증을 거치지 않거나 인증에 불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표지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가표준화행정주관기관은 그 판매

의 중지를 명하고 그 표지를 완전히 말소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표준화 사업의 감독, 검사, 관리인이 아래에 포함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가하

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실수를 범한 경우

(2) 검사데이터를 위조, 왜곡한 경우

(3) 사적인 부정행위, 직권남용, 뇌물수수의 경우

제6장 부칙

제26조 본 규정은 국가해양행정주관기관이 해석에 책임을 진다.

제27조 본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그와 동시에 “국가해양국표준화사업관리조

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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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1 절 목표달성도

목  표 연구내용 및 범위
달성도

(%)

1. 해양관측
   기기교정

교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교정시설 구축

o 검․교정실 환경시설 구축
o 수온, 전기전도도, 염분, 수심, DO 교정장비 확보
 - 표준백금저항온도계, 저항브리지 및 표준저항, 고정점 셀, 수온정밀   
    bath, 염분 bath, 염분측정기, 분동식 압력계 등
o 수압식 조위․파고계 검․교정 기반장비구축

100

기준기 
유지관리

o 기준기 성능평가 등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o 상호 비교 교정용 기준기 설치
 - SBE37IM, SBE3, SBE4(각 2대), SBE43
o DO 광학센서 기준기 성능 비교: Aanderraa, RINCO 

100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 인정 및 유지

o 수온 및 압력분야 국가교정기관 심사 의뢰
o 전기전도도(염분)에 대한 국제표준에 준한 교정 

100

해양관측 
기기교정

해양관측 
기․장비 교정 

실시

o 해양관측 기․장비 검교정 의무화 등 제도 마련
o 해양관측 기․장비 교정 실시: 수온, 압력, 염분, 

DO(광학전기화학센서),   pH, 탁도
o 용존산소 센서 교정 절차서 개발

100

현장 비교시험 o 현장 비교 시험(CTD 2회, 엽록소 1회) 100

기장비 
이력관리

o 기․장비 이력카드 사용 일지 기록을 위한 교육
o 기․장비 수리(보수) 업무 시행

100

역량강화

교정실시를 
위한 홍보

o 교정실시를 위한 원내외 홍보 
 - 수과원, 조사원, 해공, 대학, 업체 등에 학회 홍보
 - 외부기관 장비교정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100

국제협력
o 미국 NDBC (ADPC 교정 기술, 관측자료 정도관리 등)
o JAMSTEC(CTD 상호비교 교정)

2. 해양관측  
   품질관리

기준물질 
(RM)개발

영양염
o 기준물질 제조 시설 구축 및 시험(안정성, 균질성 시험)
o 숙련도 시험을 위한 단기 안정도 확보 
o 실험실간 상호비교실험

100
중금속 o IAEA 공동 연구를 통한 퇴적물 기준물질 개발(안정성 및 균질성 시험) 

염분 o 기준물질 제조시설 구축 및 시험(안정성, 균질성 시험)

상호비교 실험
o 영양염류 숙련도 실험 및 결과보고서 작성
o 퇴적물 중금속(기준물질 구입 시행)

100

역량강화
국제협력

o IAEA 위탁과제(퇴적물 중금속 표준물질 제조)
o 호주 및 IOC Inter-calibration 참여 100

홍보 o 숙련도 평가를 위한 기준물질의 국내 분석기관에 보급

3. 해양관측
   기법개발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o 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SOP 작성 및 소그룹별 운영활성화 

100

SOP 작성
o CTD(SBE19, 25, OS 304,316,320), 유속계(AWAC), 파고계(WPRP,     

WTG-128M), 음향․통신장비, 지구물리장비(SSS, SBP, Multi-beam   
 echosounder), 퇴적물 미량금속, 엽록소, 용존산소

100

관측 기법 개발 o 색소센서 개발을 위한 3D-EEMS 방법 확립 100

역량강화

품질문서 o 국토해양부 정도관리 품질문서 작성 및 지원

100홍보 o SOP 할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o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를 통한 SOP 교육 

4. 품질관리
   제도개선

원규 및 지침 마련
o SOP 작성을 위한 지침, 품질계획 작성 지침, 품질평가 지침 

품질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표준물질 생산 및 배포에 관한 
지침 등 세부 지침 마련

100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o 기기검교정 분석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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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해양관측기기 교정 

1.1. 교정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해양관측장비 교정실 구축

▪ 한국인정기구 KOLAS 환경기준에 따른 교정실 구축

▪ 해양의 기본 관측분야인 온도(수온), 전기전도도(염분), 압력(수심, 조위․파고)

및 DO 분야 등의 교정 및 검정 기반장비 구축

▪ 대형 해양관측장비 보수․수리 공간 시설 구축

○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 유지

1.2. 해양관측장비 교정 및 검정

○ 교정 및 검정 대상기기의 선정

▪ 교정실적 온도 45건, 압력 11건, 전기전도도 27건

1.3. 해양연구장비의 이력관리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를 기초로 해양과기원의 연구장비(해양관측장비    

및 실험실 장비)에 대한 표준분류체계 구축

○ 해양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통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연도별/부서별 장비 및  

장비이력카드 검색

○ 해양관측장비 출장시스템을 통한 장비 가동률 파악 및 장비공동활용 활성화

2. 해양관측 품질관리 

2.1. 표준물질 개발

○ 해양분야 기준물질 개발 기반시설 구축

▪ 염분, 해수 영양염류, 해양 퇴적물 및 생물 표준물질 제조 시설

▪ 해수 멸균장비 개발

▪ 균질성 및 안정성 시험

2.2. 영양염류 상호비교실험 시행

○ 지속적인 상호 비교 실험을 통하여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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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관측기법 개발

3.1. 기․장비 사용자 협의회 운영

3.2. 해양 관측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서(SOP) 작성

○ 해양 관측․조사 장비 SOP 16개, 분석․실험 SOP 20개(총 36개) 작성완료

3.3. 해양 관측 기법 개발

○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관측 센서 개발 기반구축

○ 색소 센서 개발을 위한 3D-EEMS 방법 확립

▪ 3D EEMs (3-Dimension Excitation Emission Matrix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엽록소 분석

○ 심해저용 Benthic Lander 시스템 개발 및 현장실험

4. 품질관리 제도개선

4.1.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인프라 정비 및 품질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4.2. 원내 해양관측 표준화를 위한 해양관측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원규 제․개정(안) 제시

▪ 직제규정, 직무권한 규정, 연구관계 규정, 기술관계 규정

○ 지침 제․개정(안) 제시

▪ 표준작업절차서(SOP) 작성 지침, 품질관리사업계획에 관한 지침, 교정업무 지침,

표준물질 생산 및 배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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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1. 국제공인 교정기관 인정 추진

○ 해양분야의 필수 측정 측정항목인 염분 및 전기전도도, 수압 및 수밀, 파고 및 파

랑 분야의 KOLAS 인정이 필요

○ 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후,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 숙련도 시험 등이 필요

2. 표준물질 개발

○ 1단계 사업에서 염분, 영양염류 및 미량금속 표준물질 제조를 위한 기초 기반시설

을 구축

○ 해수 연속멸균장치, 미량금속 표준물질 제조 등을 위한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

○ 안정성 시험및 균질성 시험을 위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

3. 관측기법 개발

○ 현장에서 측정 가능한 센서개발이 필요

○ 현장 측정용 센서개발과 퇴적물 오염 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 

제 2 절 활용계획

○ 해양관측․조사자료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원내 정도관리 서비스

○ 인증기준시료(CRM)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실험실간 상호검증실시

○ 표준운영지침(SOPs) 정비를 통한 관측․조사․분석과정의 표준화

○ 현장관측센서 개발을 통한 실시간 현장 측정

○ 표준운영지침(SOPs) 정비를 통한 관측․조사․분석과정의 표준화

○ 교정 및 검정기술을 이용한 해양관측장비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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