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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업무항목제안서(NP) 

제안서：                                

- 각국의 대표단체                

- 그 TC 혹은 SC의 간사국      

- 다른 TC 혹은 SC              

- 연계ㆍ관계 있는 기관          

- TMB 혹은 그 자문그룹의 1명  

- 사무총장 

TC or SC의 간사국에 제출 

제안대상： 

- 새로운 규격 

- 현행규격의 부분추가 

- 현행규격의： 

ㆍ전체 혹은 부분적인 개정(revision) 

ㆍ전체 혹은 부분적인 수정(amendment) 

ㆍType2의 기술보고서 

 

 

 

 

 

 

 

 

 

 

 

 

 

 

 

 

 

 

 

 

 

 

 

 

 

 

 

 

 

 

국제규격(ISO) 제정절차 

1. 제안단계 

NP등록 → NP승인 

새로운 업무항목 제안(NP)의 채택 

(New work item Proposal) 

제안의 채택자: TC 혹은 SC 
 
제안승인조건: 

1)제안한 P-member의 과반수 승인, 또는 

2)승인한 P-member내 5이상이 프로젝트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 표명을 할때 

 

기존 WG 혹은 새로 설치한 WG에서 기술전문가가 작

업 원안(WD)을 작성하고 제1차 위원회 원안(CD)용

의제 원안 정리 

 

 

제1차 위원회 원안회부(3-6개월): TC 혹은 SC 

 

위원회 원안 승인조건: 

TC 혹은 SC의 P-member의 consensus(합의) 

(P-member 투표에서 2/3이상의 찬성) 

 

국제규격안에 대한 투표(5개월 투표) :전국가대표단체 
 
국제규격안 승인조건: 

1) TC 혹은 SC P-member에 의한 투표, 2/3이상 찬성 또는

2) 반대가 투표총수(*)의 1/4이하 

  (*)기술적 이유가 없는 반대는 제외 

 

최종 국제규격안에 대한 투표(2개월):전국가대표단체 

최종 국제규격안의 승인조건: 

1) TC 혹은 SC P-member 투표에서 2/3이상 찬성, 또는

2) 반대가 투표총수(*)의 1/4이하 

(*)기술적 이유가 없는 반대는 제외 

2. 작업단계：WD검토개시 기점에서 6개월 내 

NP을 업무 계획에 등록 → WD승인(CD등록용) 

작업원안(WD)의 작성 

↓ ♣기점：NP의 업무계획등록 

↓  

3. 위원회 단계：CD등록기점에서 18개월이내 

CD등록 → CD승인(DIS등록용) 

국가대표단체에서 의견을 취하여 올림, 

위원회 원안(CD)에서 국제규격안(DIS)작성 

↓  

4. 개회단계 

CD등록 → DIS승인(FDIS등록용) 

국가대표단체에서 의견을 취하여 올림, 

DIS에서 국제규격안(FDIS) 작성 

↓  

5. 승인단계：FDIS등록기점에서 36개월이내 

FDIS등록 → FDIS승인(발행용) 

국가대표단체에서 “FDIS”승인취함 

↓  

6. 발행단계：ISO발행기점에서 43개월이내 

국제규격의 인쇄ㆍ배포 

국제규격(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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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ISO 제           목 투표마감일 

DIS 11337 Plastics-Polyamides-Determination of ε

-caprolactam and ω-laurolactam by gas 

chromatography 

2001. 10. 31 

DIS 16014-2 Plastics-Determination of average mo-

lecular mass and molecular mass distribu-

tion of polymers  Part 2 : Universal cali-

bration method 

2001. 12. 26 

DIS 16014-4 Plastics-Determination of average mo-

lecular mass and molecular mass distribu-

tion of polymers  Part 4 : High temperature 

method 

2001. 12. 26 

DIS 11358-2 Plastics-Thermogravimetry(TG) of poly-

mers Part 2 : Determination of kinetic pa-

rameters 

2002. 1. 16 

 

TC 61(Plastics)/ 

SC 5(Physico - 

chemical properties) 

DIS 11358-8 Plastics-Thermogravimetry(TG) of polymers 

Part 8 : Determination of amount of ab-

sorbed water 

2002. 1. 16 

TC 61(Plastics)/ 

SC 9(Thermoplatics 

Materials) 

FDIS 1624 Plastics - Vinyl chloride homopolymer 

and copolymer 

resins - Sieve analysis in water 

2001.11.13 

CD 19480 Polyethylene pipes and fittings for the 

supply of gaseous fuels-Training of fusion 

operators 

2001. 11. 1 

 

NWIP N1044 Plastics pipes and fittings – Polyamide (PA

Ⅱ) pipe systems for the transport of 

gaseous fuels 

2002. 1. 1 

 

TC 138(Plastics 

pipes, fittings and 

valves for the trans-

port of fluids)/ 

SC 4(Plastics pipes and 

fittings for the supply 

of gaseous fuels) 

DIS 14531-2 Plastics pipes and fittings-Crosslinked 

polyethylene (PE-X) pipe systems for the 

transport of gaseous fuels-Metric series - 

Specifications-Part 2 : Fittings for heat 

fusion jointing 

2002. 3. 11 

* ISO 규격제정전문위원회에서 최근 투표진행중인 규격안들입니다. 규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거나 기타 관

심 사항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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