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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재료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추진, 국민의견 묻는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섬유 판상 단열재 등 KS 9종 제‧개정안 예고고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합판‧보드 등 목질재료 관련 국내
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마련한 한국산업표준(KS) 표준안 9
종(제정안 1종, 개정안 8종)에 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고고
시 한다고 밝혔다.
○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제정안은 11월 14일까지 개정안은 10
월 1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 이번에 예고고시된 표준안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KS
1종과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용어 수정 등 기존 표준을 개정하는 KS
8종으로 상세한 표준안의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새롭게 제정하는 목섬유 친환경 소재인 상 단열재 KS는 목재
를 이용하여 만든 단열재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스티로폼
이나 우레탄폼과 같이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플라스틱 제품
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목섬유
단열재의 보급을 위하여 규격과 시험방법을 표준화하여 객관적인 품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고고시 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 기술심의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에서 심의
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이 공포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이번에 마련되는 목섬유
판상 단열재 KS는 기존의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이 산업화되어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규격과 품질을 표준화한 것
이다”라고 말하며 “산업계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는 한국산업표준을 통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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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 제정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XXXX

목섬유 판상 단열재

2. KS 개정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표준번호
KSF1555
KSF1556
KSF3024
KSF3103
KSF3124
KSFISO16983
KSFISO16998
KSMISO8724

표준명
목재 관련 용어 — 목재 접착 및 합판
목재 관련 용어 – 목재의 방부 및 방충 처리
중밀도 섬유판 문틀재
목재 플로어링보드
난연 목재
목질 판상재 – 흡수 두께 팽창률 측정 방법
목질 판상재의 삶음 처리에 따른 내수 접착력 측정 방법
코르크 장식 판상재 - 요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