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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소개  온라인구독 

163  

members 

1947established 

Non-for-profit 

In Geneva, Switzerland 

“ ISO의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과학, 기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세계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이용방법 

ISO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63개 국가표준기관 회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비정부기구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발적이고 합의된 국제표준을 개발 

                               기술 및 제조 등 모든 분야를 다루는 2만여 종의 국제표준을 발행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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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표준 포트폴리오 

국제표준 ISO  

지금까지 발행된 국제표준 및 표준 유형의 문서 수: 

                         21,328 

한 해 발간물 수: 1,381 

영어 및 프랑스어 페이지 수 = 973,914 

 

27.3% 

엔지니어링 기술 
 

21.8% 

재료 기술 
 

17.7% 

전자, 정보기술, 통신 
 

10.7 % 

운송물류 

9.13% 

일반성, 기반구조, 과학 및 서비스 
 

5.6 % 

농업 및 식품 기술 
 

4.1 % 

보건, 안전 및 환경 
 

2.5 % 

건설 
 

1% 

특수기술 

현재 기술 부문별 기술, 운송물류, 식품안전, 농업 및 의료 등           
거의 모든 산업을 망라한 2만 여종의 유효표준 발행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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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폐수의 재처리와 재
사용은  경기를 부양 및 

지역사회 구제 

물 

• ISO 16075:2015, 관개사업용 

처리하수 사용 지침 

 

2014년 ISO  

인증 현황 조사에 의하면, 

ISO 9001과 ISO 14001 인증
서 발급건수는 총 1,500,000

건에 달한다. 

경영시스템 

Highlights 
최근 매니지먼트 시스템 및 수처리,   
정보보안 등의 국제적인 이슈의 최신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보안 

사이버 공격은 모든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최대 위험 

중 하나 

 ISO/IEC 27000 시리즈 (기술정보 보안)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국제표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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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MB/SAG Industry 4.0 - Smart Manufacturing’전략 

그룹운영 

ISO/IEC JTC 1/SC 41（Internet of Things and related 

technologies）// ISO/IEC JTC 1/WG 11（Smart cities）

ISO/FDIS 20077 (확장형 자동차기술)  

ISO27001(정보보호) ISO27017(클라우드 보안) 

ISO27799(의료정보 보호 경영시스템)  

ISO/IEC 30182(스마트시티) 

"지능정보사회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 및 서비스분야의 표준화 전략 선도”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국제표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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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질 혹은 상품군, TC별로 선택하여 구독 가능 

No. ISO 상품군 종수 No. ISO 상품군 종수 No. ISO 상품군 종수 

1 전질(Complete) 10 배관 401 19 첨단공학 1,067 

2 건강 및 의료 890 11 보건 및 의료안전 1,256 20 촬영 및 영상 1,066 

3 건축 889 12 상품포장 244 21 콘크리트 146 

4 기계류 989 13 식품 815 22 페인트 230 

5 기계엔지니어링 6,741 14 에너지 574 23 플라스틱 1,081 

6 기초소재(철 제외) 1,931 15 자동차 715 24 항공 650 

7 기초 화학 1,512 16 정보공학 2,658 25 화재안전 474 

8 농업 1,135 17 정보처리 ,그래픽,  
사진술, 서비스 

3,994 26 환경 848 

9 담배 및 담배상품 67 18 철 1,056 

표준 종수는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O 부문 및 TC (Technical committee)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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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지정 국내 독점공급기관 

KS 및 해외표준 국가공식보급기관

(산업표준화법 34조 의거) 

온라인구독 특징 

신뢰성 

쉽고 빠른 검색엔진 솔루션 탑재 

키워드 검색, 카테고리검색, 확장

검색  등 최적의 검색옵션 제공 

검색성 

35만 종의 국내외 표준 통합검색 

최신표준 및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정보 획득 

다양성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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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초기화면 

KSSN 디지털라이브러리 플랫폼을 통해 WEB DB 형식으로 제공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 표준을 열람/출력/저장 할 수 있는 상품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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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www.ks.or.kr  접속 

02 표준 검색 

03 검색결과 및 선택 

04 표준열람, 저장,  출력 

별도 로그인  
없이 자동 접속 

통합, 상세검색 
분야별 검색 

전용뷰어  
프로그램 설치 

이용흐름도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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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검색방법(통합검색)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발행기관별 멀티 체크 가능 

원문파일에서도  
검색할 경우 체크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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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검색방법(확장검색) 
1. 확장검색 클릭 

2. 검색항목  
기입 후 검색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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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검색방법(분야별 검색) 
1. 구독표준 클릭 

3. 해당 분야 클릭 2. ISO 클릭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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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도움말 

 키워드는 "표준번호" 또는 "단어 (표준명, 적용범위)" 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표준번호로 검색 예) ISO9001 또는 9001 

    - 단어는 띄어쓰기로 구분하여 입력 (예 :quality management system ) 

 

 찾고자 하는 검색결과가 없거나, 원문에서도 검색을 원할 경우 "원문 포함" 체크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결과에서 좀 더 세밀한 검색을 원하시면 "결과 내 검색" 체크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 편의를 위해 검색어 자동완성, 한영자동변환 등의 부가적인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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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원문보기 

원문보기 클릭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Copyright  for KSA all rights reserved. 

15 /22 

검색결과>상세정보>원문보기 

1. 검색결과의  
표준번호 클릭 

2. 상세정보의  
원문보기 클릭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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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결과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Copyright  for KSA all rights reserved. 

17 /22 

원문열람>전용뷰어 설치(최초 1회) 

수동 설치 또는 아래 설치 클릭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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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열람>전용뷰어 설치(최초 1회) 

1. 다음  클릭 

2. 설치  클릭 

3. 마침  클릭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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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시 화면처리 
종료시 창닫기 
버튼 사용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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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오류대처방법 

1. 오류대처방법 클릭 

2. 유형별 오류 선택 후 
대처방법 안내확인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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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로그인 실패 

접속 권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한국표준협회 표준정보센터 02)2624-0133 문의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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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ISO소개  온라인구독 이용방법 이용문의 

 계약 연장, 이용안내 : 02)2624-0138 

 기술지원 : 02)2624-0355 

 해외표준 문의 : 02)2624-0135~8 

  PC 원격 지원 : http://cs1472.com 접속 후 02)2624-

0133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