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압력클럽 상반기 운영위원회/절차서 검토회의
□ 개요
¡ 일시: ’19.4.17(수) 15:00~18:00 운영위원회, 18(목) 09:00~12:00 절차서검토회의
¡ 장소: ㈜큐앤큐 4층 회의실
¡ 참석자: 강유신(라온), 김면걸(Q&Q), 김영준(KTL), 남기동(대영C&T),
박상철(QCS), 박찬우(3S글로벌), 이재용(PME), 정해주(기아자동차),
한무필(PDK), 김광표, 이정태, 최인묵(이상 KRISS) 등 총12명
□ 운영위원회 내용 요약
¡ 2019 종합클럽 압력세션 개최(안) 확정
- 5.16(목) 오후 (저녁 간담회 예정)
¡ 발표 주제 선정
- 압력변환기/전송기 숙련도 결과 발표 및 토의 (KASTO, 박주영)
- 압력분야 CMC 표현의 문제점 및 제안 (Q&Q, 김면걸)
- 압력/진공분야 교정절차서 제·개정 현황 및 토의 (KTL, 김영준)
- 절대압계 표준교정절차서 개정(안) (KRISS, 최인묵)
- 절대압계 교정 주의사항 (PDK, 한무필)
- 수심계 측정 신뢰성 향상을 위한 주의 방안 (라온, 강유신)
¡ 압력클럽 활성화 방안 토의
- 압력전문가의 평가사 활동 장려 필요: 평가 현장에서의 문제점 토의
- ㈜Q&Q 교정실 투어 및 활동 토의
- 제·개정이 시급한 절차서을 포함한 기타 압력분야 이슈 토의

□ 절차서 검토 회의 및 기타 이슈 요약
¡ 절대압계 표준교정절차서(안) 내용 토의
- 보정값과 직선모델식 추가 방안 논의
- 2차 및 3차 곡선식 교정 모델의 불확도 영향 등을 고려한 내용 추가 토의
¡ 수심계 표준교정절차서(안) 내용 토의
- msw (meter of sea water)로 표현되는 교정대상기기의 신뢰성 확보 방안
- 압력에 대한 지시치 교정이 아닌 기준 수심과 지시치를 비교 필요
- 고도계 표준교정절차서와 마찬가지로 압력에 대한 기준 수심을 표현하기
위해 수심에 따른 해수밀도와 중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
¡ 속성별로 분류되는 압력분야 항목에 대한 간소화 필요성 논의
- 연성계 및 다이얼진공계의 경우 게이지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절차
서에는 교정대상기기에 대한 예제를 다양하게 추가
-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새로운 인정체계 분류표 논의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결정
- 게이지압과 대기압을 이용한 절대압 평가 방법의 신뢰성 문제 논의
¡ 압력전송기를 이용한 숙련도 시행의 문제점 토의
- 압력변환기와 다르게 압력전송기의 출력범위(4 mA ~ 20 mA)의 문제로
예제를 통한 절차서 개정이 필요
- 압력변환기/전송기 표준교정절차서에 멀티미터의 불확도를 명시하여,
CMC 수준의 차이점을 제시
- 압력변환기와 압력전송기의 CMC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분류표를 분리
하는 방안과 항목내에서 CMC를 분리하여 표현하는 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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