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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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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S VIEW
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아세안 상생 번영,
표준화 공동연구로부터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세계 1위를 지키는 분

정부는 지난 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야가 있다. 양궁이다. 태극 궁사들은 1984년 LA올림픽

선점 전략’을 수립했다. 2023년까지 혁신산업 분야에

이후 메달을 휩쓸어 왔다. 우리의 독주가 이어지자 세

서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전체 국제표준의 20%를

계 양궁연맹은 경기 규칙을 여섯 번이나 바꿨다. 명분

선점하는 게 목표다. 올해 이미 70건 이상의 국제표준

은 흥미 유발이라지만 새 규칙은 언제나 우리를 견제

을 제안했다.

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실력으로 극복해 왔지만 마음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

은 편치 않다. 언제 또 규칙이 바뀔지 알 수 없다. 이런

가 대립한다. 더욱이 표준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인

상황에서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양궁 지도자들

류 지식의 공공재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국력이

이 우군(友軍)이 될 수 있다. 한국식 훈련 기법에 익숙

강해도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국제표준화를 진행하

한 그들에게도 규칙 변경은 위협이다. 같은 배에 타고

기 어렵다. 국가 간 협력이 필수다.

있는 셈이다.

S-Life I
Standards

04

정부는 그동안 세계 각국과 다양한 표준 협력을 추

국제통상에도 규칙이 있다. 표준이다. 전 세계 교

진해 왔다. 아세안과는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

역의 80%가 국제표준 영향 아래 이뤄진다. 대다수 국

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표준·인증제도 전수 및 시험소

가에서 국제표준은 사실상의 강제력이다. 국제표준은

공동 설립 등의 협력을 이어 왔다. 또한 ‘동남아지역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같은

표준인증 협력 포럼’,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 포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다. 국제표준이 제  ·  개정되면

‘한·아세안 지능형 교통시스템 협력 워크숍’을 열어 미

각국은 국가표준을 이에 맞춰야 한다. 내수와 수출 제

래 표준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품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건 비효율이기 때문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11월 25~27일 개최된 한  ·

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그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선언문에 ‘한  ·  아세안 표준화 공

만큼 우리 입지가 유리해진다.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

동연구센터’ 설립 관련 문안을 포함시켰다. 아세안 일

을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세계 각국이 국제표준

부 회원국, 또 특정 기술 분야만 대상으로 하는 협력을

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다.

넘어 포괄적 표준협력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아세안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4

있다.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

위 경제 블록으로 성장한다는 전략 아래 역내 국가 간

다. 한국과 아세안이 지혜를 모아 상생을 도모하고자

표준과 기술 규정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

같은 배에 올라타자는 것이다.

화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표준화

최근 타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경험은 아세안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성장에 필요한 시

신남방 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한  ·  아세안 대화관

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

아세안과의 공동 연구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아

의된 ‘한  ·  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역시 궤를 같이

세안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한다. 표준화 공동 연구가 한  ·  아세안 경제 협력의 반석

될 것이다. 일인불과이인지(一人不過二人智)라는 말이

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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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편집실

2019년 국가기술표준원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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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기술표준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표준’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관련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험·인증산업 육성,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 표준·인증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S-Life>에서 저물어가는 2019년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과 연관된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ISSUE

01

역대 7번째 ISO 이사국 진출
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3년 이
후 7번째 이사회 진출에 성공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ISO
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양대 이사회와 4개의 분야
별 정책이사회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ISO 이사국 진출은
우리나라가 매년 70여 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200여
명의 의장·간사·컨비너를 수임해 왔으며, 개도국 표준체
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
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결과이다. 또한, 국

우리나라가 역대 7번째 ISO(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진

가 간 양자회의, ARSO(아프리카표준화기구)—KATS(국

출에 성공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기술표준원) 표준포럼 개최 등 지역표준화기구를 활용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42차 ISO 총회’에서 우리나라

한 다자협력, 외교부를 통한 지지 요청 등 활발한 선거 운

가 이사국으로 선임됐다. ISO 이사회는 ISO의 정책과 전

동을 통해 얻은 결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략을 수립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6개 상임 이사국과 14개

화 무대에서 위상을 확인했으며 국제표준화 활동에서도

비상임 이사국을 합친 20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ISSUE

02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 수립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산업의 글
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수립
하고, 6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2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3년까지 전
기·자율차, 지능형로봇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국제표
준 300종을 개발해 전체 국제표준의 20%를 선점하고 국
정해 표준화 아이템으로 발굴하고,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여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300-60 프

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표준화 협력

로젝트’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R&D

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위원회를 ISO와 IEC 산하에 신설

와 표준 연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 분야별 산업정책에 기

하고, ISO 이사국 재진출을 계기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반을 둔 국제·국가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산업

것이다. 스타트업 · 중소 · 중견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할 수

정책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R&D와 표준화 연계 방안

있도록 표준개발(R&D)과 국제표준 제안, 국제표준화회

도 마련했다.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된 19만여 건의

의 참가와 국내 회의 개최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

정부·민간 R&D 결과 중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기술을 선

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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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로드맵 수립
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5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안
해 수소 분야 전체 국제표준의 20% 이상을 획득한다는 계
획이다. 또한, 건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핵심부품에 대한
KS인증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이 보증된 제품과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IEC(국제전기
기술위원회)에 제출한 ‘마이크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 표
준안이 5월 26일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대한민국 제1호
수소경제 국제표준이다. 또한, 10월에는 ‘건설기계용 수소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평가 기술’을 제2호 수소경제 국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편, 국가

글로벌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표준원은 7월 24일 수소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밸브를

4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로

KS인증품목으로 지정해 수소 충전소의 품질과 안전성을

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분

강화하였다.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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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안전성조사로 국민 신뢰 제고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5,368개 제품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452개 제품을 리콜하는 등 철저한 시장 감시로 위
해상품과 불법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였다. 특히 공기
청정기, 액체괴물, 전자담배 배터리 등 소비 트렌드를 반
영한 제품안전성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제품안전 정책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7일
환경부,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국내외 35개 공기청정기 제품의 안전성, 성능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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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5개 제품 모두 전기적

품 448개를 조사했으며 전동킥보드 1개 모델, 전자담배 배

안전성 측면의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2개 제품의 필터

터리 1개 등 총 5개 제품을 리콜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

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 교환을 실

원은 리콜 조치와 동시에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매장과 연

시했다. 5개 제품은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계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판매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조사해

차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된 유통매장은 지난 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100개 제품에 대해 11월 11

약 10만 개소에서 2019년에는 약 17만 개소로 대폭 증가

일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한, 7월과 10월 배터리 내장형 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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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업무 민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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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국가기술표준원은 11

의 안전인증제품 시험업무에

월 29일 제품안전심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

위원회를 열고 ‘제2차

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안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체결 지침’을 8월 1일부터 시

정부는 어린이제품안

행했다. 이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 간의 제품

전특별법에 따라 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 자격 기준, 신청

2016년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 투명성

제도의 포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성

을 확보하고 시험기관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과를 거뒀다. 정부는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여 제정되었다. 이전에도 안전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민간

통해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를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

확립한다’는 목표로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

었으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한다. 우선,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을 확대

있지 않아 실제 계약 사례는 없었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하고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은 규정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

불법·불량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보하면 언제든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

영세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

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만 4,000여 건

험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기술컨설팅을 강화한다. 더불어 시

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어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

험인증정보 통합 관리시스템과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에 착

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시험 소요시

수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간이 단축되며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 설명회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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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 시험 · 교정기관 운영체계 전환 추진
기관 전환 추진단’을 구

지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 시험·교정기관의 운영체계 전

성하여 해설서 제작, 공

환에 본격 착수했다. 각국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을

인기관 대상 설명회, 평

주관하는 국제기구(ILAC)가 공인기관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가사 교육 등의 사전 준

를 위해 자격기준을 개선할 것과, 각국 공인기관이 2020년 11

비를 마치고, 4월부터

월까지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할 것을 요구

794개 공인기관의 운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세계 103

체계 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환

개국에 통용되고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운영체계 전환을 완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합사항 분석과 사례연구를 담은 자

료하지 못하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료집을 발간하는 등 2020년 11월 이전에 모든 공인기관의 성공

KOLAS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10월 ‘KOLAS

적인 운영체계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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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1일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 2020년 1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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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
어 세 번째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필적)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능력을 인정받았
으며, 문서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
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세무
조사와 소송 시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
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OLAS 인정 수요가 지문, 유전자 분석, 문서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감

감정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기

정(필적) 분야 KOLAS(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시험기

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 인정 분류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

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 법과학(Forensic

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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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로 지정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주유기처럼 계량 성능
을 정부가 관리한다. 정부로부터 1% 이내(직류 2.5% 이
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되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
정한다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
정안을 5월 28일 공포했으며 이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지금도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
를 이용해서 충전요금을 부과해 왔지만, 최근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이동형·벽부착형 충전기에는 전력량계를 활
S-Lif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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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없다. 또한, 충전기 계량성능을 사업자에게 자율

기차 충전서비스 업체와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에

적으로 맡기다 보니 계량의 신뢰성으로 인한 요금 분쟁의

제도 변화와 준비 절차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으

가능성도 있었다. 2020년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

며, 7월 4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고시하는 등

차 충전기가 보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충전요

법정계량기 지정·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금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26일 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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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

출된 이후 강제규

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에 포함할 것을

위원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

요구했다. 또한

하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과

유해물질제한지

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침(China RoHS

해법을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

2.0)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사

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등을 활용해 중국의 기술규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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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정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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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

각종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

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

세안 일부 회원국, 특정 기술 분야만 대상으로 하는 협력

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

을 넘어 포괄적 표준협력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해 적극행정을

서다. 아세안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4

실현하기 위해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3년간 실효

위의 경제블록으로 성장한다는 전략 아래 역내 국가 간 표

성을 검토할 186개 정부 인증제도를 선정해 연차별 점검

준과 기술규정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선도

계획을 수립하고,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으로 도약 중인 우리나라의 산업 표준화 성공 경험은 아

이를 확정했다. 제도 첫해인 올해는 어린이제품, 전기 및

세안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

생활용품, ICT융합품질인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8개

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아세안과의 표준화 공동연구는 우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7개 인증제도

리의 수출 시장을 신남방으로 넓히고 국제표준화 무대에

를 폐지하고, 21개는 개선하는 등 총 28개 인증제도를 정

서 아세안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

비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선, 폐지가 확정된 정

가 될 것이다. 정부는 공동연구센터를 통해 아세안에 일관

비과제에 대하여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성 있고 지속가능한 표준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

하는 한편, 2020년 검토대상인 64개 제도의 실효성 검토

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경제 통합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아세안 진출에 우호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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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은 적다. 잘 알려진 전문가조차 4차 산업혁명이 아직 모호한 개념이라고 한다.
모호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이러니다. 아울러 모호한
개념이라면서 위원회까지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부의 노력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모두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야?”
라고 용기 있게 묻기도 어렵다.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잘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

터, 인터넷, 모바일 기술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며 많은 변화를

이렇게 된 것은 정확하지 않은 사전적 정의 때문이다. 한국정

일으켰다.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국경을 넘는 효율화가 가능

보통신학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내린 정의는 ‘인공지능, 사

해졌다. 공장을 인건비 싼 국가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

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

Shoring) 전략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소품종 대량

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

생산을 지향하는 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은

명’이다. 어려운 기술을 나열한 후 이들이 융합되어 혁신적 변

아니다. 그래서 단지 기술적 혁신이 있다고 이를 3차 산업혁명

화가 나타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이라 할 수 없다고 보는 소수의 학자도 있다. 그들에게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지나

의 사회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이 된다.

간 시기와 구분되는 큰 변화를 의미하는데 어떤 변화인지에 대

100여 년 이상 견고하게 유지되던 산업혁명 패러다임은

한 설명은 정의에 없다. 단지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술만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며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다양한

나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런 식이기

그림자에 대한 대중의 자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때문에 일반인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

패러다임 도래에 따라 독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국가적 전

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한다.

략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도전자가 회사를 만들어 기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촉발한 1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
자.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급자족의 농업사회가 소품종 대

산업 지배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런
패러다임과 산업환경 변화를 표현한 용어이다.

량생산의 공업사회로 바뀐 것이다. 증기기관은 다른 많은 기술
과 함께 이 같은 변화의 도구로 사용됐다. 증기기관을 1차 산업

지나간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그림자

혁명의 정의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기술

지나간 산업혁명은 소품종 대량생산을 통해 풍요를 선물했다.

이 아닌 변화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러기 위해 생산효율을 높여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절대적 선

등 기술은 변화의 도구일 뿐이다.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을 이

(善)이었다. 이를 위해 업무는 세분화되고 분업화됐다. 소수 관

해하기 위해 역사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리자가 육성되어 이를 통합하고 관리했다. 대표적으로 엔지니
어 계층이다. 민주적으로 모두가 목소리를 내면 생산효율이 떨

산업혁명의 역사

어진다. 다수 단순 작업자와 소수 관리자로 이루어진 이른바

1차 산업혁명은 170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제임

피라미드식 구조가 효율적이다. 산업체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시발점이다. 수력, 풍력 등 자연의 힘만

적으로 효율화라는 이유로 피라미드 구조가 고착화된다. 드라

동력으로 사용하던 인간이 원할 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인공

마에서 나오는 대사와 같이 지금은 피라미드 시대고 그 기원은

동력을 가지게 됐다. 재료가 될 물이 풍부한 강가에 많은 공장

산업혁명이다.

이 들어서며 주된 산업이 공업으로 바뀌는 사회적 대변화가 시
작되었다.

기업 간의 관계도 피라미드화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으
로 세계가 연결되며 이른바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회사가 공통의 기반 위에서 생태계를 이루며 사업하는

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활용이 일반화되며 과학과 공학이 급속

것이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도로 발전한 시기다. 산업에서는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지배적 위치에서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필두로 효율적 생산시스템이 확산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자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생태계 꼭대기에 있

본주의와 결합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현대사회 구조를

는 안드로이드 방향성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업체, 통신사, 앱

구축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을 만든 진정한 산업혁명은

개발업체 등 관련 생태계 모든 업체가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구글이 결정한다. 결국 플랫폼 생태계 중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일컫는다. 컴퓨

심에 있는 기업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이익을 독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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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혁명의 그림자는 점점 명확해졌다. 우선 소품
종 대량생산에 따른 획일화가 그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민족,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개념 이해를 통해 더 쉽게 알 수 있다.

세대의 정체성은 약화되며 동질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제

스마트홈의 방향은 주인 맞춤 환경 제공이다. 온도, 습도,

품과 서비스가 여기에 일조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획일화를

조도 등의 자동 제어와 다양한 센서를 통한 건강관리도 포함

싫어한다. 내게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기 마련이다. 지나간

된다. 이를 위해 집 안의 모든 기기를 연결하고 하나의 인공지

산업혁명 패러다임은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능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향한다. 최근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사

피라미드 구조도 도전받고 있다. 소수가 권력을 갖고 다수

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연결기능을 제공한다. 거의 대부분의 업

는 따라가는 중앙집중적 구조의 심화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

체가 스마트홈을 위한 인공지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

다. 권력을 가진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심화하는 사

스마트홈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없다. 이는 각 기업이 각자

회적 양극화 역시 모두의 걱정이다. 산업에서 앞서 언급한 플

의 생태계만 꾸리려는 폐쇄성 때문이다. 자기 인공지능으로 자

랫폼 중심 생태계가 확산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기 기기만 제어하게 만든다. 그래야 자기 제품이 더 팔릴 것으

중심기업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 내 참여자나 다른 플

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 안 기기를 모두 한 업체 제품

랫폼과 권력을 나누지 않는 폐쇄적 운영을 하면서 내부정보

으로 구성하는 일은 없다. 기기가 섞이면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를 통제하고 임의로 활용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

종합적인 환경 조절을 하기가 어렵다. 진정한 스마트홈을 위해

다. 최근 페이스북이 8,500만 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한 사

서는 4차 산업혁명 방향성에 따른 기업 간 분권과 개방이 필수

건이 대표적 사례다. 현실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고

다. 주요 업체들이 시대정신에 부응해 개방을 선언하고 경쟁사

객정보를 제대로 쓰는지 외부인은 감시할 수 없다. 내부자만

도 자사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는 한다. 하지만 자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근 유럽에서 GDPR

사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분명한 것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만들어 플랫폼 중심기

은 기업들이 분권과 개방의 길을 취해야 주인 맞춤 환경을 구

업 규제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다.

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경제위기와 2012년 ‘월가를 점령하라’를 외치는 시

스마트팩토리는 컴퓨터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 간다는

위를 거치면서 대중은 중앙집중적 권력의 위험을 깨닫기 시작

추상적 의미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

했다. 그리고 중앙집중에 대항해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

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목표가 명확해지고 있

인과 같은 기술이 등장했다. 기존에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

다. 지금까지 소품종 대량생산 공장은 일정한 조건과 품질을

능 등의 기술과 함께 피라미드 체제의 해체를 뒷받침하는 기술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이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

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대중이 원하고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은 다양한 품종의 맞춤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기존 산업혁명 강자에 대항하려는 새로운

다. 다품종 소량생산이지만 생산원가를 유지하면서 말이다. 이

도전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구축된 질서에 대한 도전이

를 위해서 원재료, 공정, 설비, 사람이 모두 인공지능에 연결되

다. 그래서 이를 새로운 산업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고 생산품종 변화에 인공지능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구
조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중요했던 기존 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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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달리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해진다. 최근 선진국이 제조업을

2012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다시 자국으로 유치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펴는 것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수에서 다수

은 이와 같은 방향성에 기인한다. 인건비는 불리해도 소프트웨

로 권력이 옮겨가는 것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의 획일화, 소수

어 경쟁력이 있어 중국, 인도 등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의 정보독점 및 폐쇄적 운영과 같은 기존 산업혁명의 그림자를

이를 위해 공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센서, 설비 등은 서로 연동

극복하고자 하는 변화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성은 기존의 획일

되고 한 몸처럼 제어되어야 한다. 역시 분권과 개방이 필요한

화, 중앙집중, 폐쇄성이라는 그림자를 극복할 맞춤, 분권, 개방

것이다. 이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져 소비자 맞춤

제품과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전통적으로 스마트가로등, 스마트방범카메
라처럼 IT 기술을 도시 인프라에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 하지만 최근 기획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는 시민을 인식
하고 최적화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모든 집은 스마트홈이 되고 공장은 스마트팩토리
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호환되어 종합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지향한다. 시민 맞춤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분권과 개방이 필요하다.
문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스마트 시대의 도래를 막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표준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앞서 설명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각각 기술의 표준을 넘어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연결할 종

위한 기반 기술은 동일하다. 우선 다양한 센서와 기기가 정보

합적 수직구조(Vertical Architecture) 표준화이다. 스마트시티를

를 자동으로 발생시켜야 한다. 이 정보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구축한다고 하면 그 도시 안의 수직구조 표준화부터 구축해야

통해 클라우드나 서버에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를 학습한 인공

한다. 하드웨어가 가질 보안과 통신 요구사항부터 시작해 사물

지능이 필요한 스마트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얼굴

인터넷과 정보저장 및 활용에 대한 종합적 표준이다. 이것이

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스마트방범카메라 프로젝트를 수행한

수립되면 스마트홈에 쓰일 기기나 스마트팩토리에 쓰일 센서

다고 하자. 사람 얼굴을 찍는 카메라가 정보를 생성한다. 이 정

가 표준 보안요구에 맞게 개발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

보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클라우드와 같은 저장 공간에 보내진

들도 안전하게 상호 연동된다. 이는 도시 전체를 관통해 다양

다.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얼굴인식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한 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상황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찍힌 영상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직구조의 국제표준화 주도해야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하드웨어와 사물인터넷, 인공

지금까지 맞춤과 분권, 개방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적합한 기술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성을 설명했다. 이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의되는 스마트홈, 스

하드웨어부터 정보전송, 저장 및 인공지능 단계가 안전하게 연

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기반 기술을 조망했고 표준의 중요성

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키텍처를 결정해야 한다. 후자는 보

도 이야기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소

안 전문성이 필요하여 난이도가 높다. 이와 같은 기반 기술을

프트웨어 기술 발전과 표준화가 결합되면 미래 사회는 큰 변화

플랫폼화하여 선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를 맞을 것이다.
유럽, 미국 등 IT 선진국들은 부족한 하드웨어 솔루션에 대

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 하

한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인력 육성으로 가능하

지만 반도체 제품이 없다 보니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연결

지만 하드웨어는 투자부터 안정화까지 큰 투자가 필요하다. 우

하는 솔루션을 구축하기 어렵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디

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반도체 하드웨어 기술을 갖고 있

어텍, NXP 등 하드웨어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애저 스피어

다. 여기서부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까지 쌓는 수직구조화

(Azure Sphere) 솔루션을 출시한 이유다.

가 선진국보다 쉬울 수 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

하지만 이처럼 기존 강자가 독자 솔루션을 출시해 경쟁하

서 표준이 중요하다. 하드웨어부터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수직

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스마트홈에서 본 것처럼 각각 생태

구조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 그럴 때 4차 산업혁명이

계가 경쟁하면서 과거 패러다임인 폐쇄적 구조로 갈 수 있기 때

우리 미래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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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내일을 열다

글 이어령 에디터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초석,
표준화 공동연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사람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협력의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
특히, 공동비전 선언문에는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표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S-Life I
Standards

16

표준으로 잇는 한·아세안

대한 표준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대화 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트팜, 미래 환경 및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라이

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3일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

프, 로봇공학, 자동화, 바이오경제, 스마트전자 및 가전 등

최됐다. 각 국 정상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

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비하기 위한 표준을 선제적으로

되길 기대하며 ▲사람중심의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도입하고자 한다. 국제표준화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등 3대 미래 청사진

우리나라의 산업 표준화 경험은 아세안의 잠재력을 일깨

을 제시하며 협력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 이번 정상회의가

우고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동반성장과 공동번영을 견인할 것
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

한·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표준협력
양해각서 체결

면 인구 3위, GDP 5위의 거대 경제 공동체다. 그러나 국가

국가기술표준원은 특별정상회담에 앞서 11월 23일 개최된

별로 언어, 역사, 민족, 종교, 경제발전 수준은 제각각이다.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표준협력 양해각서(MOU)를 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 부르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제

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 참석

도도 상이한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세안 내 각 국

하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탄우멍(Dr. Tan Wu

가의 수도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조차 개설되지 않은 곳

M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선임정무차관이 서명했다.
싱가포르는 ISO와 IEC 아시아 지역사무소를 유치하

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정책을 추진해 오고

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표준 거점국가로서, 범국가적 스마

있다.

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네이션’ 정책을 펼치고 있어 4차

아세안 국가 간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높이는

산업혁명 분야 협력 최적의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적으로 아세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다. 핵심과

이번 양해각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

제 중 하나가 역내 표준의 통합이다. 아세안은 아직 국가

하기 위해 표준화, 법정계량, 적합성평가, 기술규제 분야와

표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국가가 많다. 그나마 국

더불어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를 담고 있다.

가표준이 있어도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세안 공동체

양국은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등 연 단위 이행과제를 선정하는 등 세부 협력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세안은 자동차, 의약품 등 전통산업 분야에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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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로 포괄적 표준협력 강화
정부는 아세안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포괄적 표준협력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표준
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그 결과 한국와 아세안은 공동연구센터 서립을 위한 ‘공동 타
당성 조사’와 이를 위한 ‘공동 실무그룹 구성’에 대한 내용을 특별정상회의 공동비전 선언문에 담
았다. 표준화 공동연구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아세안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한·아세안 간 무역을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미래시장을 함께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아세안과 표준화 공동연구를 통해 전기·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표준협력 논의, 2019 표준리더십 컨퍼런스
한·아세안 표준협력 확대를 위해 표준 전문가와 아세안 지역 전문가가 함께 표준화 성과를 돌아
보고, 아세안과의 표준협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  ·  아세안 경제협력의 초석, 표준’이라는 주제로 ‘2019 대한민국 표준리더십 컨퍼런스’를 11월
29일 개최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개회사와 임성남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정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과 배기찬 대통령직속 신남방특
별위원회 위원이 한  ·  아세안 경제협력 의미와 이를 위한 표준협력 역할,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
연설 등 주요 내외빈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승일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에 있어 표준화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남이 만든 표준을 따라 하는 과거의 ‘추격형 표준화’로는 4차 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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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선도형
표준화’를 통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역량 있는 표준전
문가 양성과 이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남 대사는 축사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
방정책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세안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해 나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 대사는 “지금까지 신남방정
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 회의로 신남방정책 1.0의 정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서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은 “아세안과의 업무 추진
시 아세안 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의 경우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작은 성과를 보여주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이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타당성 조사는 첫 단추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구체적
성과가 축적되면 4차 산업 분야 표준화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기조강연 주자로 나선 배기찬 대통령직속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은 “아세안은 기존 저
임금 생산기지에서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며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표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에는 이희진 연세대학교 교수,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건 국토
이외에도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가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행사에서는 표준화 우수성과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특히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표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권종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국가혁신클러스터R&D연구단) 단장이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가발, 안경, 장갑, 군복 등의 맞춤형 제작을 위한 인체 데이터 측정을 체험
하고 성과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휴먼빅데이터 성과 전시회’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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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박사가 한·아세안 표준·품질 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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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리더를
만나다
글·사진 이어령 에디터

교통정보 서비스 국제표준화 주도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다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혁신클러스터 R&D 연구단장
2019 대한민국 표준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문영준 단장.
지능형교통시스템 중 이동형 단말장치를 이용한 교통정보 서비스
분야의 컨비너를 수임하며 활발한 국제표준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G-ITS(녹색교통시스템)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Eco-system 도입에 따른 미래의 종합교통 서비스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며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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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단말장치를 이용한 표준으로

204(지능형교통체계)는 여행자 정보, 교통체증 관리, 대

국제시장 선점 기대

중교통, 상업운송, 긴급운송 서비스 및 상업 서비스 부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은 사회전반에 걸쳐

에 대한 교통 정보와 통신, 제어시스템 표준화 작업을 수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 분야

행하고 있다. 문영준 단장이 컨비너로 활동하고 있는 WG

에서도 이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17(이동형단말장치: Nomadic Device)은 스마트폰과 태

안전성, 친환경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신기술의 개발노력

블릿PC 등 노마딕(nomadic) 기기와 차량 간 연결, 차량

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선진국 중심으

대 사람(V2P) 연결 표준을 논의하고 있다.

로 논의되는 미래형 교통 신기술은 자율화(Automation),

특히 우리나라가 주관하고 있는 주요 표준 아이템은

전기화(Electrification), 통합화(Integration)로 나타나는

차량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동형 단말장치를 연결

스마트모빌리티 개념으로 대표된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전

하는 ‘Unified Vehicle Interface Protocol’과 안전운전 지

기자동차가 신교통수단으로 편입되고, 이를 기존 교통체

원을 위한 ‘Road Guidance’, 실내측위 기반 경로안내를

계와 연계·통합해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하는 ‘Indoor Navigation’, 녹색교통기반의 ‘G-ITS’,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과 친환경기술 및 정

초소형전기차를 위한 ‘Service Platform’ 등 다양한 서비스

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며 편리한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영준 연구단장은 “미래 스마트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폰을 개인 ITS Station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제시장

이러한 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활동 중인 ISO/TC

을 선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Q 어떤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해

달라.
A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위원회 ISO/TC
204에서 이동형 단말장치를 이용한 교통정보 서비스 분

능을 미국, 독일, 일본의 의견을 반영해 다소 성능을 완
화시키면서 CD 문서에 합의를 이뤄 IS로 발간하게 됐다.

Q 기술위원회(ISO/TC 204)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야인 WG 17 컨비너를 맡고 있다. ISO/TC 204는 현재

A   WG 17의 경우 우리나라가 컨비너를 맡고 있어 주로 우

12개의 워킹그룹이 활발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

리의 제안으로 새로운 표준 아이템이 생성돼 전 세계를

다. 이중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WG

주도하고 있다. TC 204 내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17 분야다. 최근에는 차세대 ITS(C-ITS)의 표준을 중점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향후 구조변화를 통

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유럽의 Urban-ITS 표준화 활동

한 새로운 기술 분야가 부각될 경우 더 많은 경쟁관계가

과 연관된 WG 19(Integrated Mobility)의 신설을 주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 네트워크의

도해 WG 17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Q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Q 표준화 활동을 하며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A   1999년 ITS표준화사업에서 대중교통정보체계 관련 표

A 우리나라 산업계의 참여가 미비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 현

준화 과제 책임을 맡았다. 그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재 자동차 산업계, 부품 산업계, 이동통신 산업계는 국제

열린 ISO/TC 204 회의에 대중교통 분야인 WG 8과 차량

표준에 관한 미래 방향에 대해 기술표준화 전문가 양성과

경고제어장치 분야인 WG 14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지

이들을 통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

금까지 20년간 매년 2번씩 열리는 회의에 한 번도 빠짐

어지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스마트시티 및 스

없이 참석했다. 이후 2003년에는 WG 14에서 교통신호

마트 모빌리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로 기술발전이

등 신호위반경고장치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문서

급격하게 전개되고 이를 통한 국제표준화 선점 경쟁이 가

작업을 완료해 2009년 국제표준인 ‘ISO 26684’를 발간

속화될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해당 기술과 시장을 준비해

함으로써, ISO/TC 204 내에서 최초로 ‘차량-인프라 통

야하는 산업계보다도 아직까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신’을 기반으로 한 ‘협력형 차량경고장치’에 대한 국제표

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쉽다.

준을 개발하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를 계기로 2008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동형 단말장치 분야인 WG 17에

Q 향후 활동방향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

TC 204 내에서 만장일치로 컨비너로 추대되었다. 지금

A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G-ITS

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기관과 기업들이 제
시하는 약 20개 이상의 국제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Q 국제표준 무대에서 선진국과의 경쟁도 심했을 텐데

나라가 의장 및 간사국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전 세계적인 ‘Eco-system’ 도입에 따른
‘Urban Mobility’로 표준화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나 EU
와 미국 등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우

A   2003년 신호교차로진입정보 및 신호위반경고장치에

리나라에서는 G-ITS 기반의 ‘Urban Intelligent’ 분야와

대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표준을 제안했다. WG

신설된 ‘Mobility Integration’을 다루는 WG 19와 더불

14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인 미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

어 SC로 통합 추진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사와 부품업계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우호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에서 개발된 신호위반경고장치를 전면으로 내세워 전문

의장국과 간사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

가를 한 명 한 명 찾아가 설득을 시도했고, 간신히 NP를

쟁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쟁 혹은 협업관계 정

통과했다. 그 후 우리나라가 제시한 고사양의 시스템 성

립을 위해 국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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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들려달라.

분야는 앞으로 TC 204 내에 SC를 구성할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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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정책탐구

글 이어령 에디터

R&D 표준연계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치열한 표준 전쟁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세계적 신기술을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한층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 추진

에 포함된 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R&D 과제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 계획에 탄력이 붙

기획에 표준화로드맵을 반영하고, 표준연계 과제 데이터

을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5~6일 양일간 R&D

베이스(DB)를 별도 관리해 R&D 사업이 끝난 후에도 표

수행업체·기관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

기력사업으로 계속 지원한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

준 R&D 혁신방안 및 국제표준화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

단 및 전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전문가 풀 확대 개편과 더

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

불어 4차 산업 10대 분야 모두 표준코디네이터 지정을 추

의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의 적기 이

진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기술은행(NTB)에 등록된 범부

행을 위한 ‘표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표준화추진

처 R&D 결과물에 대한 국제표준개발도 적극 지원하는

실적 및 국제표준화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시스템 분야 국제표

먼저 주요 추진방안은 R&D 과제 기획 시 표준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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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개발 과제도 대형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와 표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R&D 성과를 활용

국제표준화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등은 전문

해 국가·국제표준 제정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신

가매칭, 표준교육 실시, 헬프데스크 운영 등의 지원도 실

규 R&D 과제 평가에서 우대 가점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시한다. 또 표준화과제의 단계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 연계를 강화하고, R&D 수행

‘인덱스지표 관리체계’를 도입해 국제표준화 진행 상태를

기관의 표준화활동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관리하고 표준화과제의 단계별 수준을 파악하는 등 성과

된다.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을 통해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 R&D 예산이 꾸준

수소경제, 지능형로봇, 비메모리 등 분야별 표준화로드맵

히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소재·부품·장

비 분야를 포함한 R&D 개발기술 국제표준화를 통해 글

‘국제표준 300종 개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증대와 투자유치에 기여할

이러한 국제표준화활동 성과에 힘입어 2020년부터 ISO

것”이라며 “업계, 학계, 연구기관들이 분야별 국제표준화

이사국으로 활동함으로써 국제표준 선점에 유리한 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동

를 확보했다.

력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 우수사례로는 이종묵 ㈜솔 대표이사가 자
체 개발한 바이오의료용 렌즈프리 반도체 광센서의 신뢰

국가표준경쟁력 드높인 국제표준화 우수사례 발표

성 평가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개발 사례, 빛의 입사각에

표준 R&D 혁신방안 외에 2019년 주요 표준화활동 실적

따른 렌즈프리 씨모스 광어레이 센서 패키지의 빛 감응특

및 국제표준화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됐다. 국가기술표준

성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화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개발

원은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개발 ▲한국의 ISO

사례를 발표했다.

이사국 선임 ▲국제표준・인증협력 강화 ▲그래핀·은나노

다음으로 최기인 한국세라믹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일

물질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등을 주요 표준화활동 실적으

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전자부품 소재인 타이타

로 발표했다.

늄산 바륨(BaTio3)과 질화알루미늄(AIN) 등 세라믹 소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수소에너지

분석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이 부재했던 상황 속에서 화학

등 혁신산업 10대 분야에서 76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했으

분석방법을 국제표준화한 사례를 토대로 관련기술을 국

며, 지난 10월 IEC 총회에서 국제표준 49건을 제안하는 등

내 업계에 전파했다고 전했다.

<그림 1>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표준지원기관

참여기업

교육·자문·지도

표준 전문가 매칭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으로
표준 전문가 매칭

표준 인적
네트워크 구축

표준지원(20%)
표준개발지원(과제 수, 예산), NP 제안승인 수
(연도별, 누적), 국제표준진행 표준 수(단계별)

표준활동(30%)

표준성과(30%)

표준 전문가 활동지원 수, 민간 표준개발

임원수임(의장, 간사 등), NP 채택 수

참여기관 수, 표준활용 컨설팅 지원기관 수

(연도별, 누적), 활용/보급기관 수(실적)

표준파급(20%)
표준인지율, 산업체 활용율, 활용/보급기관 수
(전망), 경제적 효과(매출액, 절감액), 시장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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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덱스지표 관리체계

표준핸드북·표준화동향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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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박우현 에디터

화합과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 경쟁력에 따라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간에 기술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한창이다. 이러한 경쟁의 중심에 ‘품질’이 있다.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가 11월 1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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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품질인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다.
▶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급변으로 우리 경제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대 교역국인 미국  ·  중
국 간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 성장의 핵심 과
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반세기 위기의 순간마다
돌파구가 되어 주었던 품질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우리 산업 품질 경쟁력 향상의 주역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어느덧 45회
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 근로
자 등 모든 산업 주체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화합과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품질 대축제, 국가품질경영대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
회’가 11월 1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승우 국
가기술표준원장, 김규한  ·  권미혁 국회의원,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그리고 수상 기업 임직원
및 산업계 종사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장서 온 기업과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다. 품질경영 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
출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우수 기업을 발굴  ·  포상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산업계 종사자들의 화합을 꾀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올해 대회에서는 품질경영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  ·  포장 5점,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등 유공자와 기업에 총 439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올해는 유공자 및 단체의 정부포상
신청이 100점으로, 작년 대비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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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 온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한 해 동안 품질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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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정상섭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전무 및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상섭 삼성전자 전무, 은탑산업훈장 수훈
개인에게 수여되는 품질 유공자 부문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정상섭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전무가 수훈했다. 정 전무는 반도체 품질향상, 자동화 구축, 신기술 적용으로 선도적 제조
역량 확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정수기 및 냉장
고용 수처리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선도하고 국외 수처리 시장을 개척한 임갑출 ㈜엠씨엠 대표이
사가 받았다. 임 대표는 천만 달러 수출성과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도 높게 평가받
았다. 이 밖에 석탑산업훈장은 형형우 국가품질명장협회 운영이사, 산업포장은 이형춘 삼광정밀
공업㈜ 대표이사와 김지환 동아베스텍㈜ 상무이사에게 수훈의 영예가 돌아갔다.
품질 유공단체 부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국가품질대상)와 ㈜동보(국가품질대상), 공군 군
수사령부(국가품질경영상) 등 총 9개 단체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플

S-Life I
Standards

26

▲ 품질 유공단체 부문 대통령표창(국가품질대상)을 수여받은 한국수자원공사.
▶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땀방울 분임조가 우수품질분임조 대통령상 금상을 수여받았다.

랫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48개 유망 스타트업 발굴, 145개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
를 인정받았다. ㈜동보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 연료 분배 장치의
국산화를 통해 부품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초정밀 자동
차 부품 개발  ·  양산으로 5년 연속 모기업 필드클레임 0ppm을 달성
했다.

품질혁신 성과 뽐내다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경영 리더 ‘국가품질명장’과 품질경쟁력 향
상의 주역 ‘품질분임조’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국가품질명장
은 근로자 중 분임조 활동을 주도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현장 근
로자를 선정하여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전달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김두종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차장, 김상혁 현대제철㈜
차장을 비롯, 총 17명이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되었다.
품질분임조는 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활동을 펼치는
소규모 그룹으로 현재 5만 8,000여 팀에서 약 58만여 명이 활동하
여 연간 3조 2,000억 원의 개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5~6월
17개 시  ·  도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8월 경남 거제시에서 진행된 제
45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 대통령상
금  ·  은  ·  동상을 받은 296개 팀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올해 전국대회
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근로 문화에 대응하여 일부 심사  ·  운영 기
준을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기업군별 분리 심사(공공기관  ·  대기업)

▲ ▲ 산업훈장을 수여받은 품질유공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가품질상 단체부문 수상기업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통해 산업 특성과 경영 목표에 맞는 분임조 활동 문화를 장려하
고, 기존 통합 운영되던 일부 부문(서비스  ·  사무 간접, 환경  ·  안전)을 분리하여 분임조 활동의 전문
성 확보를 목표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올해는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과 인권 등의 이슈를 해결하여 품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는 데 이바지한 유공단체를 발굴하고자 국가품질혁신상 사회적가치창출 부문을 신설하여 2개 기
업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품질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만족과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을 시상
경쟁력우수기업은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력,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품질혁신, 고객만족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
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11회째 선정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윈스피아를 비롯하여 총 61개사가 품질경쟁
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OSG㈜는 1994년부터 참여하여 총 25회, 대림통상㈜은 21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한전KPS㈜는 20회 선정되었으며,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광주광역
시도시공사, 국방기술품질원, 극동제연공업㈜, ㈜모베이스코넥타, 육군종합정비창, ㈜포스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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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해군 제3함대수리창, 현대제철㈜ 순천공장, 현대트랜시스㈜ 10개사는 올해 첫 도전하여 품질
경쟁력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품질은 변치 않는 핵심 가치
올해 대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우리 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
지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공헌
한 품질인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면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혁신 친화적 산업 환경을 만들
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품질인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값싼 제품으로 여겨지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품질과 기술을 보증하는 상징이 된
변화는 반세기에 걸쳐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전력투구한 결과”라며, 특히 “품질인들의 활약이 기
업성장과 국가 도약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처음 열린 1975년 이래
수출이 120배 증가하고, 오늘날 세계 13위 국가경쟁력(세계경제포럼, 2019년)을 갖추는 등 대한
민국이 지속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기반에 거시경제 안정성  ·  ICT 기반과 함께 혁신 역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총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품질인들의 새로운 도전
을 독려했다. 세계 90% 국가의 경제 동반 하락, 미국  ·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간 무역 분쟁,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신임
국가품질명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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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한
102개 우수 품질분임조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올해는 총 61개 기업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 이날 대회에는 뮤지컬배우 최정원 씨가 열정적인 무대로 국가품질상 수상 기업 및 품질 유공자에게 축하를 전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동승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총리는 “복잡다기한 문제의 해법은 복합적이
어야 하지만, 그 근본 해법은 품질혁신을 포함한 혁신”이라면서, “정부는 기업 혁신 역량 강화, 혁
신 친화적 산업환경 조성,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품질인 여러분의 능력과 성취를
사회가 평가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무결점(zero defect) 프로그램을 창안한 미국의 크로스비(Philip B. Crosby)는 ‘품질은 공짜
(Quality is Free)’라는 품질 예찬론을 펼쳤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제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품질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위한 노
력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어느 새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품질은 변
치 않는 핵심 가치이다.

국가품질상 단체 부문
구분

훈격

한국수자원공사

국가품질대상(공공)

대통령표창

㈜동보

국가품질대상(제조-중견)

대통령표창

공군군수사령부

국가품질경영상(공공)

대통령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품질혁신상(사회적가치창출)

대통령표창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품질혁신상(사회적가치창출)

대통령표창

㈜윈스피아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대통령표창

국방과학연구소

국가품질혁신상(인재개발)

대통령표창

㈜코리아나화장품

국가품질혁신상(제품품질혁신)

대통령표창

㈜메가젠임플란트

국가품질혁신상(품질경쟁력혁신)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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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표준

글 편집실

도시를 더욱 똑똑하게,
스마트시티10대 표준화 전략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로 도시 인프라를
초연결하여 도시 운영의 스마트화를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수용성,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표준이 반드시 정의되어야 한다.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표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오픈데이터, 리빙랩 등의 스마트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 현상이 전 세계에서 가속화됨에 따

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라 도시 자원과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문제 등의

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첨단도시 조성 등 신기술

도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2050년 약 100억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도시 인프라

명이 될 전망이다. 기술 발전으로 도시화율도 꾸준히 증가

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건축, 토목업계 뿐 아니라 GE,

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 인구 증가율은 전 세계 인구 증

IBM, 히타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양상을

가율보다 높아, 2018년 약 42억 명에서 2050년에는 약 63

보이고 있으며,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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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의 66%, 식수의 60%를 소비

표준기반 스마트시티 글로벌 시장 주도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스마트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

이러한 도시문제의 해결법이자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

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는 스마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시티가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합한 모델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스마트도시 조성 및

로 인식된다.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교통부). 2018년 1월,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초연결성을 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

탕으로 에너지 사용과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고 시민참여

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도시혁신 및 미래 성장동력

를 확대한다. 유럽과 북미 선진국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그간의 기술 중심

서비스 간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초연결 및 내부

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

구성요소 간 상호연계를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표준 적용

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

이 필수적이다.

업  ·  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의 정책적 부합성과 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

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①도시성장 단계별 차

확산을 위해 스마트시티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의 한

별화된 접근, ②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③

분야로 선정하고 2018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  ·  시민  ·  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
을 실행하고 있다.
개방성, 수용성 및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표준이 반드시

요소기술 및 제품개발, 스마트시티 R&D-표준화 연계 및
우리기술 국제표준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표준기반 스
마트시티 글로벌 시장 주도’이다.

정의되어야 하며, 국내의 선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전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가표준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

코디네이터는 ①범부처 정책 및 R&D 연계, ②스마트시

마트시티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이다. 스

티 핵심기술 표준화, ③스마트시티 표준 보급·확산을 위한

마트시티는 도시 내, 도시와 도시 간, 도시와 국가 간에 데

기반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산업과

이터가 광범위하게 초연결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

표준화 현황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0대

을 위해서는 기기와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 서비스와

전략트렌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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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비전은 표준기반 스마트시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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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10대 표준화 전략 트렌드

Trend

01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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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

국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기존 국가주도의 하향식 방식

고 도시경쟁력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지

보다는 아닌 민간주도의 상향식 방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사

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의 개념이다. 융복합적인 기술혁신

업이다. 민간으로부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분야

를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에서 폭넓게 전개되는 특징을 가진다. 도시 계획과 운영의 다변

민간의 독창성을 유도하는데 있어 표준화를 협의하기는 어렵

화된 정책과 시민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적 접근방식을 통해 보

지만, 솔루션의 국내외 확산이 사업의 지속성과 연관된다는 점

다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혁신모델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

에서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들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동반될 필

를 위해 축적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의 혁신

요가 있다.

생태계 조성이 필수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모델과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다.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개방형 데이터허브
모델을 개발하여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UseCase형 실증과 기
술혁신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리빙랩형 실증을 목표로 한다.

Trend

0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도시상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다. 방범·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를 연계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이벤트 처리와 도시 내 스마트서비스 운
영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의 서비스시스템 혹은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또 반대로 스마트시티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의 기술들
을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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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안시스템(CCTV)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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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보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아날로그-디지털-네트워크화

스마트시티는 보안 위협과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다양한 사이

로 진화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영상인식

버 공격으로부터 도시기능 마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인명

기술의 성능고도화로 인해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설계 및 구축

(범죄 예방, 소방안전 등) 및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

단계부터 사이버보안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 스

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다양한 분야 간 영상 및 정

마트시티 내 기기, 시스템, 통신환경과 중앙에서 빅데이터 및

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클라우드 형태로 관리되는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최적화된 보
안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 또한, 연구
개발 시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Trend

05


스마트시티 성능평가지표
Trend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성능평가지표 관련 표

09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준개발은 ISO, ITU-T, ISO/IEC JTC1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은 제조업의 경제성, 생산성, 효율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출범한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연

성 향상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이 강하다. 디지털 트윈

합(U4SSC)은 50개 이상의 도시와 MoU를 체결하고 스마트

기술은 산업체 제조공정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과 데

시티 성능평가지표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이터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제조업

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쟁력 강화와 예측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스마트시티 분
야에서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공간모사 및 도시운영에 대한 정
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Trend

06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시스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모든 도시들은 지능화를 위
한 각종 사업을 발주 및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체계
가 필요하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

및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rend

10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데에 수행지

데이터 허브는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전체 시스템이 아닌

침을 제공하는 ISO 37101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일부로써 도시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

있는 표준이다.

하여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 및 예측을 수행하여 서비스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스마트시티가 지향점인 문제
해결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데이터가 그 중

07


스마트시티 시험·인증

국제표준화기구들은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삶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한 지표와 방법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능측
정을 위해 측정대상에 대한 통일된 접근법과 측정방법을 제공
하고 있다. 도시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도시운영 프
로세스의 혁신, 시민참여, 도시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인증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심에 있기 때문이다. 계층별 모듈 API를 구현한 다양한 S/W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KS 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실증 또한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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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없는 세상’으로의
돛을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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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판매 플랫폼과 소비 방식, 전에 없던 유형의 제품이 등장하면서
제품안전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양상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국내 최대 제품안전 행사 ‘2019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1월 19일 코엑스에서 제품안전 유관기관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품안전의 날’은 ‘전기제품안전의 날’,
‘공산품안전의 날’ 등 제품별로 나뉘어 있던 행사를 통합한 제품안전 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2008년 통합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품안전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총 4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제품안전’을 생각하다
얼마 전,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던 ‘액체괴물’ 제품군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져 미디어가
시끌벅적했다. 최근에는 테마파크 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비롯해 피규어, 인형 등 아이들
이 선호하는 여러 제품군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어린이제품의 안전이 강조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는 당사자인 어린이가 제품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다. 이번 공모전은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600
점이 넘는 작품이 접수됐을 정도로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이날 행사에서 공모전 수상자 9명을 시
상했으며, 수상작도 행사장에 전시되었다.

제품안전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대한민국’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며, 22개 비관리 제품의 소관부처를 지정하는 등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제품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
원을 출범하고 활동을 본격 궤도에 올려 연평균 4,000건 이상의 불법·불량 제품 조사를 실시하는
등 2중, 3중의 촘촘한 제품시장 감시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
께 “제품안전의 날을 맞아 기업, 소비자,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제품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제품안전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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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 컨트롤 타워인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35

SMART LIFE

ISSUE FOCUS 2

글 김소리 에디터

기술규제 개선 위해 머리를 맞대다
기술규제란 정부가 환경보호, 안전 등의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말한다.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 경제에 비효율을 불러오기도 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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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와 협력의 장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와 기업, 업종별 협회
와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기술규제정책 컨퍼런스’가 열렸다. 국가기술표
준원은 국내 기술규제 개선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국내 기술규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과 ICT 분야의 기술규제 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
여했다.

기술규제 개선활동, 성과를 나누고 방향을 고민하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건설기계산업협회 권태우 이사가 우수 개선 사례인 ‘지게차 오버헤드가드 기준
일원화’ 사례를 발표했다. 지게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오버헤드가드’의 경우 국내 규격이 국제
표준과 달라 그동안 국내 업체가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생산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설계와 제작
단계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곧 제품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번 기술규제 개
선활동으로 설계 일원화를 이뤄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 등이 이어졌다.

규제 개혁이 가져올 혁신 성장
이날 참가자들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규제 애로 해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
복활동을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의 IT 기술력은 세계적이나, 여러 규제로 인해 원격진
료 등의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
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기술규제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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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스러운 무역 여권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든 멀리 떨어진 곳이든, 우리는 해외를 여행할 때 여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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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품은 어떨까? 코스타리카의 바나나는 어떤 입국심사를 통해 프랑스로 들어가게 될까?
한국의 스마트폰은 어떻게 미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과할까? 그들에게 필요한 ‘서류’는
보통 그들이 입국하려는 나라의 여러 규칙과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명서다.
국제표준은 원활한 입국심사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말하자면 ‘무역 여권’의 역할을 수행한다.

맛 좋은 망고를 예로 들어보자. EU 국가에서 이를 수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러한 모든 시험과 평

입하는 것은 면세지만, 비관세 측정 또는 NTM과 같은 다

가가 수출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줌으로써 무역에 장애가

양한 측정을 충족해야 하고, 따라서 수출업자는 반드시 적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절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구매자의 추

하기 위해 모든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에 관

가적인 요구사항, 예를 들어 제품이 유기농인지, 공정무역

한 WTO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이 협정은 회원국들이 무

제품인지와 같은 증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수출업자들은

역 촉진 수단으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

꽤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정시스템으로 무장한

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국가 간 요건을 조화시켜 중복성을

국제 공인시험, 검사 및 증명과 함께라면 사업체는 이러한

줄이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무역기술장벽 협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TBT Agreement)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발행된 관

무역 기회도 늘릴 수 있다.

련 가이드 또는 추천 등을 통해 CAB의 충분한 기술적 역

이탈리아 인정기구인 아크레이다(Accredia)의 조사

량을 고려하여 인증된 협약’이다.

에 따르면 인정된 증명방법을 보유한 사업체의 생산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함으로써 30%에서 60%로 상승

신뢰 구축과 무역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호인정 테스트 결과, 조사 보

그렇다면 어떤 표준이 CAB의 능력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고서 및 인증에 따른 공통 표준의 개발이 단순화 및 비용

있을까? ISO는 CAB의 인증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다

을 감소시킨다. 그런데 ‘인정’이란 무엇이고 이 시스템은

양한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ISO의 적합성평가위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이 여정은 적합성평가에서 시작

원회(CASCO)가 개발하며, 대부분 ISO와 IEC 공동으로

한다.

출판된다. 이들과 함께 표준은 ‘CASCO 툴박스’를 구성
한다. 툴박스는 전 세계 관계자와 함께 개발되며 IAF 및

적합성평가 도입의 의미

ILAC 등 ISO의 핵심 파트너와 함께 기여한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이 표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가장 널리 쓰이는 예시는 ISO/IEC 17025(역량 시험

보여주는 과정을 복합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규정 또는 소

및 조정 실험실의 일반 요구사항)으로, 시험 및 조정 실험

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제품

실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국제 참조표

이 국경을 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줄 뿐만 아니라, 소

준이다. 이러한 영역에는 ISO/IEC 17020(적합성평가-

비자와 규제기관에 특정 규정을 충족하였다는 ‘신뢰’를 준

감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구운용에 대한 요구사

다. 적합성평가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조직을 적합성평가

항), ISO/IEC 17021 시리즈(적합성평가-관리시스템의 감

기구(CAB)라 부른다.

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구에 대한 요구사항), ISO/IEC

‘인정’은 공인된 표준에 반하는 CAB의 독립적인 평가
로, 이들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인정은 인정기구가
제적으로 거래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용을 증가시켜 수
출업자가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시험의 어려움을 덜어주
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IAF)은 이들
협정이 관리 시스템, 제품, 서비스, 인력 및 관계 적합성평
가 프로그램의 영역에 있는 경우, 협정을 관리할 수 있다.
국제시험소 인정기구(ILAC)는 실험 및 조사 인정을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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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5(적합성평가-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증명 기구에

인증기구는 ISO/IEC 17011(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기구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를 인증하는 인증 주체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동등한

이러한 시스템의 실제 작동 예시는 에너지 효율 부문
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회사 중 하나인 에너지

이러한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덕분에 EPA는 캐

스타(Energy Star)다.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의

나다, EU, 호주 및 일본 등 국가와 파트너십 협약을 구축할

해 자발적인 라벨링 설계로 시작된 이 회사는 미국 내 거

수 있었다. 이는 에너지 스타의 라벨이 붙은 제품이 전 세

의 모든 가정의 공통기준이 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계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매

그러나 미국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결과, 사기행위가

출을 올릴 수 있었다.

발견된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자가 인증 프로그램이므로
남용의 여지가 있었다.

IAF 통신 및 마케팅위원회의 브라힘 훌라(Brahim
Houla) 의장은 규제 기관, 산업 및 소비자들이 점점 더 글

이러한 잠재적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EPA는 2011

로벌한 관점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경제 사이에서 적합성

년 적합성평가체제를 도입했다. 즉, 제품에 에너지 스타 라

평가제도의 필요성은 무역의 필수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한

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EPA 실험실에서 시험을 받아야

다. 그는 “이 제도가 없으면 충분히 만족한 시험을 불필요

하고, EPA가 인정한 인증기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PA

하게 중복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진입점에

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검사실은 ISO/IEC 17025, 시험검

서의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여 시간에 민감한 서비스 및

사실을 위한 국제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패성 제품에 무역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증기구는 ISO/IEC 17065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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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ILAC 마케팅 및 통신위원회 의장인 존 머티(Jon

여기에 더해 ISO/IEC 17025와 ISO/IEC 17065에 인정

Murthy)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협정은 서로 다른 경제에

을 제공하는 기구들은 관련 ILAC MRA 상호인증협정 또

서 동일한 국제표준에 따라 CAB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는 IAF 상호인증협정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보증한다고 덧붙이며, “IAF 및 ILAC 협정을 통한 적합성

평가의 상호합의 시스템은 ‘국제표준에 맞추어 시험된 결
과는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인식
을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업계를 결정할 때
식품 및 농업생산 분야는 적합성평가가 국제무역을 용이
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야이다. 규제
가 심한 산업으로서 자신의 제품이 국가 또는 국제규정을
충족한다는 믿을 만한 증서를 가지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
니라 사업비용 측면에서도 절대적이다.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조사에 따르면, 79%의 회
사가 식품안전 인증서를 상당한 이점으로 여길 뿐만 아니
라 업계 내 ‘무역 여권’으로 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
준수능력 향상(86%)은 인증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
택이었으며, 식품안전성 및 식품품질 향상이 2위를 차지

채소 생산업체, 가공업체 및 무역업자는 서로 협력하여

했다.

베트남의 수출업자가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에 대한 ISO

GFSI는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

22000의 인증을 받도록 도왔다. 해당 수출업자는 “STDF

식품안전을 증진시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업계 전반

프로젝트의 일부가 된 것은 우리 회사로서는 큰 변화”라고

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FSI는 기준

말하며 “HACCP 국제식품안전기준과 ISO 22000 인증을

점 요건에 대하여 인증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가

받은 것이 발판이 되어 과일과 채소를 EU, 일본, 미국으로

지고 있다. 인정을 받으려는 인증프로그램 소유자는 ISO/

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IEC 17065 또는 ISO/IEC 17021에 따라 인가된 인증기관
과 협력해야 한다.

국제표준은 곧 비용 절감, GDP 증가
비관세장벽에서 국제표준을 인용하게 되면 국내외 시장

큰 것도 작은 것도 함께

에서 필요한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맞춰야 하는 인증절차

인증프로그램과 단체를 통해 인증이나 인가를 받는 것이

와 중복되는 시험을 제거하여 생산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

큰 조직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과일과 야채 등 국

다. 더욱이 인가 및 적합성평가는 교역을 촉진하고 제품과

제적으로 거래되는 많은 생산물은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경제를 개선한다는

자작농이 소유한 농장에서 생산된다.

것이 입증되었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들면 명확해진다. 전
문 컨설팅기관 NZIER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업계의 도약을 돕기 위한 많은

에서는 276억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를 지닌 총 제품 수출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계획 중 하나는 세계무역기구

의 56% 이상의 인가가 용이해졌다고 한다.

(WTO)가 주도하며, 개발도상국이 위생 차이를 메워 국제

아이슬란드에서 맛있는 망고를 즐기는 것부터 국가경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돕는 글로벌 파트너십인 표준 및 무

제 활성화까지, 국제무역에서 적합성평가의 이점은 분명

역개발시설(STDF)이다. 그리고 그들이 관련 국제표준을

하다. 제품에 대한 테스트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시행하도록 돕고 있다.

사람은 그 결과를 신뢰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망고를

그 결과는 자명하다. 태국과 베트남의 소규모 과일 및

즐길 수 있다. 매일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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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라
글 편집실

무역기술장벽,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무역기술장벽은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하고 개별화된 기술규제를 내놓고 있다.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 통보문은 12월초에 이미 3,000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극복을 위해 연구기관 및
유관 협단체, 민간기업과 함께 TBT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3차 WTO TBT 위원회, 7개국 15건의 규제애로 해소

또한,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1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제네

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

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

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된다. 또한, 중동  ·  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인도의

에너지 효율, 안전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하

경우 IT 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

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그중

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하여, 주요 수출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

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충분한 대응기간

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

을 확보했다. 아울러 중  ·  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

(STC)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

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하

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여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냈다.

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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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화

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

장품 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 개선하

할 예정이다.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

기로 하였다. 특히 핵심 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

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품  ·  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

최하여, 이번 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지 않기로 하여,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최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규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규제

소화했다.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개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에 힘써 온 관련기관, 수출기
업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 한 해 활동을 격려하
고, 민관협력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TBT 대응 유관기관, 관련 기업 전문가 및 유공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TBT 대응 유공자 시상, TBT
대응 논문공모전 대상 시상을 비롯해 초청특강, 소통과 화
합의 장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유공자에 총 6점
의 포상을 수여했다. 삼성전자 변윤희 프로 등 4명이 산업
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봉
회 책임 등 2명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올
해로 4회째 개최된 논문공모전의 시상도 진행됐다. 국가

지 않도록 규제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기술표준원이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소통과 화합의 시간도 마련됐다. TBT 대응 컨소시엄

함께 개최한 이번 TBT 대응 논문공모전은 예년에 비해

에 참여해온 연구기관, 유관단체, 기업 등 TBT 대응활동

여러 대학에서 많은 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어 점차

전문가들이 그간의 활동소감과 향후 다짐을 공유하는 뜻

TBT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깊은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과 직급에 관계없이

대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진우 학생은 스위스

자유롭게, TBT 대응과정에서 경험했던 성공사례, 기관 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얻

협력사례 등을 공유하며 기업과 유관기관, 정부 간 긴밀한

었고, 수상작 발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

소통과 공동대응의 중요함에 대해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전달된 실무자의 목
소리가 TBT대응 지원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을 약속하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전문가, 소통과 화합의 시간 마련

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규제와 산업경쟁력’

융복합 기술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등장

을 주제로 초청특강의 시간도 있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함에 따라 각국의 기술규제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가 혁신의 성패를 결정

는 만큼 우리의 TBT 대응정책 추진체계도 더욱 효율적이

하는 병목이 되면서 규제대응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

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음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선결해야할 과제로 쏠림현

면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 민  ·  관 컨소시엄이

상, 관념주의, 소통단절을 지목하며, “소재  ·  부품  ·  장비의 국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향후 나아가야

산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국내의 강한 규제로 인해 우

할 방향에 대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

리 기업이 타국과 비교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

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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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동향

KS인증은 국가가 정한 한국산업표준(KS: Korea Standards) 수준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해 그 품질이 KS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S인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043-870-5389), KS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5)

KS인증 현황
시도별 KS인증 공장 현황 (공장 수 / 신규 공장 수)
※ 2019년 10월 말 기준

(단위 : 개)
※ 서비스 인증은 제외

개성
2/0

해외
463 / 42

서울
98 / 5
인천
362 / 13

강원도
324 / 8

경기도
2,312 / 146

전체 인증현황

충청북도
548 / 33

충청남도
537 / 17
세종
47 / 3
대전
86 / 5

전체 인증 건수

12,944건
인증 품목 수

경상북도
672 / 34
대구
208 / 16

전라북도
332 / 11

689 품목

광주
116 / 8

공장 수 / 사업장 수

7,538 개(중복 제외)

전라남도
360 / 9

경상남도
538 / 23

울산
109 / 7
부산
29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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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1 / 3

합계

7,476개 / 394개

분야별 KS인증 현황

총계

4,089건

31.6%

12,944건

3,569건

27.6%

1,322건

10.2%

1,297건

10%

1,094건

8.5%

1,070건

8.3%

292건

211건

2.3%

전기(C)

건설(F)

화학(M)

금속(D)

기계(B)

요업(L)

1.6%

일용품(G)

기타

신규 KS인증 현황

KS인증기관 현황

•한국표준협회(KS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56건 / 6.6%



기계(B)



전기(C)

392건 / 46%

금속(D)



36건 / 4.2%

건설(F)



185건 / 21.7%

일용품(G)



23건 / 2.7%

섬유(K)



2건 / 0.2%

•한국조명ICT연구원(KILT)
•한국가스안전공사(KGS)

91건 / 10.7%



화학(M)



56건 / 6.6%

의료(P)



3건 / 0.4%

물류(T)



9건 / 1.1%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총계

8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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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

글 편집실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액체괴물 100개 제품 리콜
젤리같이 쫀득한 촉감과 말랑말랑한 느낌이 매력인 액체괴물.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초과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

이 밖에도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

질[기준치: 300ppm(㎎/㎏)]로 새롭게 추가하는 등 액체괴

월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11월 시중 유통

이 올바른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사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

항을 적을 것을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판매

했다. 그 결과 100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나타났다. 87개 제품에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것은 물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붕소가 기준치를

론, 소비자단체와 리콜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초과했으며, 이 중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개 제품)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개 제품)가 기준치를 초

또한,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과해 검출됐다. 그 외 8개 제품은 방부제가, 5개 제품은 프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

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수거 등 리콜

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 · 수입 · 판매사업자

명령을 받았다.

로부터 교환 ·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Liquid Slime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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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리콜제품

브랜드/수입자

하늘무역

미래와사람

해바라기

플라잉타이거코리아
주식회사

모델명

인생버킷 치즈치즈괴물

미사 밀크&모짜렐라슬라임

소확행 수제퍼티슬라임

flydnedeslim liquid slime

인증번호

CB063R2734-8001

CB061R3952-8001

CB061R3017-7001

CB064R1213-8047

부적합 내용

•붕소 용출량 3.2배 초과
- 측정값 : 948㎎/㎏
- 기준치 : 300㎎/㎏ 이하

•붕소 용출량 2.5배 초과
- 측정값 : 744㎎/㎏

•붕소 용출량 2.6배 초과
- 측정값 : 789.6㎎/㎏

•방부제(Phenol) 16.6배 초과
- 측정값 : 166㎎/㎏
- 기준치 : 10㎎/㎏ 이하

•표시사항 미비

•방부제(MIT, MIT+CMIT)
검출
- 측정값

: MIT 9.57㎎/㎏,
MIT+CMIT 9.57㎎/㎏

•방부제(MIT, CMIT,
MIT+CMIT) 검출
- 측정값 : MIT 3.27㎎/㎏,
CMIT 21.6㎎/㎏,
MIT+CMIT 24.83㎎/㎏
- 기준치 : 방부제 사용되지
않을 것

푸른팬시

㈜점프

제이쥬얼

자연과 학습

모델명

러브 블라썸 슬라임

메탈펄슬라임

초코칩슬라임

가성비갑컵치즈슬라임

인증번호

CB065R0090-9003

CB063R2513-8001

CB062A035-8001

CB064R676-7001

부적합 내용

•붕소 용출량 1.5배 초과
- 측정값 : 450㎎/㎏

•붕소 용출량 3.4배 초과
- 측정값 : 1016㎎/㎏

•방부제(MIT, CMIT,
MIT+CMIT) 검출
- 측정값

: MIT 2.01㎎/
㎏, CMIT 8.13㎎/㎏,
MIT+CMIT 10.14㎎/㎏

•붕소 용출량 1.9배 초과
- 측정값 : 555.8㎎/㎏

•방부제(MIT, CMIT,
MIT+CMIT) 검출
- 측정값 : MIT 3.28㎎/㎏,
CMIT 13.88㎎/㎏,
MIT+CMIT 17.16㎎/㎏
•표시사항 미비

•붕소 용출량 2.8배 초과
- 측정값 : 834.3㎎/㎏

•방부제(MIT, CMIT,
MIT+CMIT) 검출
- 측정값 : MIT 7.86㎎/㎏,
CMIT 14.44㎎/㎏,
MIT+CMIT 22.30㎎/㎏

•표시사항 미비

•표시사항 미비

※ 더욱 자세한 리콜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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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동향

전체 인증 현황
지역

건수

북미

비율(%)

61

9.1

아시아

126

18.8

아프리카

244

36.5

오세아니아

10

1.5

유럽

20

3.0

중남미

208

31.1

합계

669

100

분야별 현황
분류

WTO TBT
통보 동향

건수

비율(%)

분류

건수

비율(%)

건설

12

1.8

식의약품

240

35.9

교통/안전

54

8.1

에너지

17

2.5

기계

27

4.0

전기전자

72

10.8

농수산품

22

3.3

정보디지털

16

2.4

104

15.5

바이오환경

2

0.3

화학세라믹

생활용품

83

12.4

기타

6

0.9

소재나노

14

2.1

합계

669

100

대상기간
2019년 10월 1일 ~

국가별 현황

2019년 11월 30일(9주)
TBT 통보문 건수
54개국 669건
(신규 354건, 부록 248건,
정정 6건, 개정 61건)

국가

국가

건수

건수

스위스

1

카타르

1

5

아랍에미리트

1

캐나다

1

그레나다

1

아르헨티나

23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2

에콰도르

55

코스타리카

6

뉴질랜드

7

엘살바도르

5

코트디부아르

8

니카라과

5

예멘

2

콜롬비아

3

145

탄자니아

38

가이아나

33

과테말라

대만

13

우간다

28

말레이시아

1

우루과이

4

태국

6

멕시코

8

우크라이나

1

터키

2

몽골

4

유럽연합

12

트리니다드토바고

1

미국

52

이스라엘

19

파나마

5

바레인

2

이집트

12

파라과이

1

베트남

5

인도

10

페루

1

볼리비아

4

인도네시아

필리핀

7

3

일본

대한민국

5

브라질

45

호주

3

합계

669

2

S-Life I

부룬디

Standards

사우디아라비아

5

중국

28

스와질랜드

8

체코

4

스웨덴

2

칠레

9

48

국가

건수

자메이카

13
2

중국국가표준인 GB의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접착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한도를 설정
하고, 시험방법 규정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

적용 범위
• 용제형, 수성, 벌크형 접착제
* VOC 함량 측정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에 활성화되는 유기화합물에 한정한다(ASTM D 3960 참조).

G/TBT/N/CHN/1387
중국국가표준, 접착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한도

분류
[화학세라믹] 일반

* 단, 아래의 접착제 및 화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중간체로 사용되거나 유통 영역에 진입하지 않고 원료 생산에 사용되는 접착제
- 연구 개발, 품질보증 또는 분석실험실에서 실험 또는 평가에 사용되는 접착제
- 낱개 포장이 100㎖ 이하인 접착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 요소수지,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접착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 재료 접착 시 사용되는 특수 기능성 표면처리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품목(HS Code)

주요 개정사항

3824

• VOC 함량 기준(제5조)

對 발행국 수출액

- 접착제 내 VOC 함량은 표준 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접착제 품목별로 별도 규정).

441,761천불(2018)
건축용
실내 인테리어용
신발 및 가방용
목공 및 가구용
조리업용
포장용
특수용
기타

네오프렌류

SBS고무류

폴리우레탄류

아크리레이트류

기타

650
600
600
600
600
600
850
600

550
500
500
500
550
500
/
500

500
400
400
400
250
400
/
250

510
510
/
510
510
510
/
510

500
450
400
400
250
500
/
250

중국국가표준인 GB의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용 도료에 함유된 인체 및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용어와 정의, 제품 분류, 요구조건, 시험방법, 검사규칙, 포장 및 라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

적용 범위
• 퍼티를 제외한 금속,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표면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산업용 도료

G/TBT/N/CHN/1388
중국국가표준, 산업용 도료의
유해물질 한도

분류

• 대상 유해물질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 할로탄화수소의 합
- 다환식 방향성 탄화수소의 합
- 4종류의 중금속(Pb, Cd, Cr6+, Hg)

- 2종류의 벤젠 파생물(벤젠, 톨루엔)
- 메탄올
- 글리콜 에테르 및 에스테르의 합

도료 및 계면활성제

품목(HS Code)
3208

對 발행국 수출액
247,609천불(2018)

주요 개정사항
• 유해물질 함량 기준(제5조)
- 산업용 도료 내 VOCs 및 기타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제시한다.
* 제품에 명시된 시공 상태에서의 시공 배합비에 따라 혼합 후 측정한다. 만약 다양한 성분 중 특정
성분에 대한 사용량의 범위가 설정된 경우, 제품에서 명시한 시공 상태에서의 시공 배합비에
따라 최대비율로 혼합 후 측정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TBT 통보문은 www.KnowTBT.kr 포털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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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잡학사전

글 김소리 에디터

작은 건전지 안에 숨은
커다란 표준!
전자담배 충전용으로 판매되던 단전지의 위험성이 최근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단전지 제품은 크기와 모양이 일반 건전지와 비슷하지만 폭발 위험성이 높아
판매가 금지된 품목인데요. 그럼에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생김새도 역할도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은 기능과 안전성에서 무척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과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건전지’에는 과연 어떤 표준들이 숨어 있을까요?

내겐 너무 어려운 건전지 규격!
며칠째 버벅거리는 마우스 때문에 불편을 겪은 김표준 씨. 조금 전 배송된 새
무선 마우스를 얼른 사용해보기 위해 건전지를 사러 집 앞 잡화점으로 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건전지 사이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런, 사이즈를 안 알아왔네!” 김표준 씨는 집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
니다. “엄마, 책상 위에 있는 마우스 건전지 크기 좀 알려 주세요.” “책상 위
에 마우스?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얼추 새끼손가락만 한 것 같은데?”
“네? AA인지 AAA인지 적혀 있지 않나요?”
끙끙대던 김표준 씨에게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
까요, 손님?” 점원은 김표준 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겨받더니
“어머니, 설명서를 펴서 건전지 표준 규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가만 있자….
아아, R03 또는 AAA 사이즈의 건전지를 넣으라고
S-Lif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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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네요!”
점원이 찾아 준 건전지를 사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표준 씨는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AAA는 알겠는데 R03은
무얼까?”  

건전지 표준화의 역사

Electronical Commission)의 건전지 표준을 따르고 있습

건전지는 화학반응으로 얻은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

니다.  

꾸는 일차전지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망
간 건전지는 +극에 이산화망간, -극에 아연을 사용하고

건전지 규격과 이름, 이렇게 정해졌어요!

염화암모늄 또는 염화아연 등 중성염 수용액을 전해질로

<표1>에서 보듯이 IEC의 건전지 규격명은 우리가 흔히 사

삼습니다. 여기서 전해질을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

용하는 미국식 규격명과 조금 다릅니다. 과연 어떻게 이름

륨 수용액으로 바꾸면 알칼리 전지가 되죠.

붙은 걸까요?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개량된 전지는 1886년 처음 개

IEC의 건전지 명칭에 대한 표준은 크게 1990년 10월

발되어 1896년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1차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해당 시기 이전에 이미 생산 및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규격화된 건전지를 생산하기 위

판매되고 있던 규격의 건전지는 원형/평판형/사각형을 각

한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1919년 미국에서 건전지 표준이

각 R/F/S의 알파벳코드로 구분한 뒤, 크기별로 임의의 숫

발표되었지요. 이때, 기존에 생산 중이던 제품 규격에 임

자코드를 붙여 제품 규격을 구분했지요.  

의로 A, B, C 등 알파벳을 붙여 분류한 것이 현재까지 큰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직렬과 병렬로 연결된 단전지의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개수, 전해질의 종류, 양 극을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 기타

구분은 미국식 표기법이지만, 공식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형식적 변형 등을 고유의 알파벳과 숫자로 표기해 <표5>

는 전기통신 분야의 규격을 통일하는 IEC(International

와 같이 건전지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표1>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전지의 표준 규격

구분

IEC 국제 규격

R03

R6

R14

R20

미국 규격

AAA

AA

C

D

지름 x 높이(㎜)

10.5×44.5

14.5×50.5

26.2×50.5

34.2×61.5

전압(V)

1.5

<표2> 1990년 이전 표준에 따른 원통형 단전지 및 전지의 물리적 명칭 및 치수 중 일부

R06
R03
R01
R0
R1
R3
R4
R6
R9

단전지의 공칭 치수

전지의 최대 치수

직경

높이

직경

높이

10
11
13.5
13.5
-

22
19
25
38
-

10.5
12.0
12.0
14.5
16.0

44.5
14.7
30.2
50.5
6.2

물리적
명칭
R10
R12
R14
R15
R17
R18
R19
R20

단전지의 공칭 치수

전지의 최대 치수

직경

높이

직경

높이

24
25.5
25.5
32
-

70
17
83
17
-

21.8
21.5
26.2
34.2

37.3
60.0
50.0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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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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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990년 10월 이전 IEC 표준에 따른 건전지의 기타 명명 원칙 중 일부
•1개의 전지에 1개의 단전지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단전지 명칭을 사용한다.
•1개의 전지에 1개 이상의 단전지가 직렬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단전지의 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단전지
명칭 앞에 붙는다.
•단전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병렬 집단의 수를 표시하는 숫자가 단전지 명칭 뒤에 붙고 하이픈
으로 연결된다.

<표4> IEC 표준에 따른 건전지의 양 극 물질과 전해질별 문자 코드
문자

음극(-)

전해질

양극(+)

없음

아연(Zn)

염화암모늄, 염화아연

이산화망간(MnO₂)

A

아연(Zn)

염화암모늄, 염화아연

산소(O₂)

B

리튬(Li)

유기 전해질

불화탄소(CF)ₓ

C

리튬(Li)

유기 전해질

이산화망간(MnO₂)

E

리튬(Li)

비수성 무기질

이염화싸이오닐(SOCI₂)

F

리튬(Li)

유기 전해질

이황화철(FeS₂)

G

리튬(Li)

유기 전해질

산화구리(CuO)

L

아연(Zn)

알칼리 수산화물

이산화망간(MnO₂)

P

아연(Zn)

알칼리 수산화물

산소(O₂)

S

아연(Zn)

알칼리 수산화물

산화은(AgO₂)

W

리튬(Li)

유기 전해질

이산화황(SO₂)

Y

리튬(Li)

비수 무기질

이염화설퓨릴(SO₂CI₂)

Z

아연(Zn)

알칼리 수산화물

옥시수산화니켈(NiOOH)

<표5> 1990년 10월 이전 IEC 표준에 따른 건전지 명명 예시
S-Life I

R20

단일 R20 사이즈의 아연 - 염화암모늄, 염화아연 - 이산화망간 시스템의
단전지로 구성된 전지

Standards

LR20

단일 R20 사이즈의 아연 - 알칼리수산화물 - 이산화망간 시스템의
단전지로 구성된 전지

3R12

3개의 R12 사이즈의 아연-염화암모늄, 염화아연 - 이산화망간 시스템의
단전지가 직렬로 구성된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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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R03, R6 크기의 건전지도 1990년대 이전부터 있던 규격의 제품이
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두 사이즈는 하나의 건전지가 하나의 단전지로만
이루어져 있어 다른 기호가 붙지 않고 단전지 명칭이 그대로 건전지 명칭이 된 경우이지요.
한편, 1990년 10월 이후에는 건전지 규격별 명명 표준이 보다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해당
시기 이후 생산 및 표준화된 규격의 건전지는 기존과 같이 임의의 숫자 코드로 크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치수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규격명을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림 1> 직경과 높이가 100㎜ 미만인 원형 전지의 명명 표준과 예시
1

2

3

4

5

6

7

8

R

1 : 직렬 연결된 단전지 또는 병렬 연결
스트링의 수

5 : 0.1㎜ 단위로 최대 직경을 표시하는 코드
6 : 0.1㎜ 단위로 최대 높이를 표시하는 코드

2 : 전기 화학적 시스템을 표시하는 문자

7 : 필요 시 0.01㎜ 단위의 길이를 표시하는 코드

3 : 형상을 표시하는 코드(R= 원형)

8 : 특정 단자 배열, 부하 용량 및 기타 특수한 특

4 : 최대 직경을 표시하는 코드

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식자

예시
LR1154

최대 직경 11.6㎜, 최대 높이 5.4㎜, 아연 - 알칼리수산화물 - 이산화망간 시스템인
원형 전지 또는 병렬 스트링으로 구성된 전지

LR27A116

최대 직경 27㎜, 최대 높이 1.67㎜, 아연 - 알칼리수산화물 - 이산화망간 시스템인
원형 전지 또는 병렬 스트링으로 구성된 전지

이처럼 표준은 손가락보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체계적인 원칙을 부여해 우리가 안전하고 정
확하게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준답니다.

제품과 함께 발전하는 ‘표준’
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에 있는 ‘건전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
추형 건전지 제품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해
온 안전기준을 해당 제품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단추형 건전지의 제조업자
와 수입업자 모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제품을 안전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표준도 열심히 발맞춰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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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알·못
탈출하기

정리 편집실

대한민국의
‘표준 어벤저스’ 기관들
영화에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가 있다면, 현실에는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표준을 만들고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표준 연구기관부터 시험인증기관까지,
국가산업발전을 이끄는 표준 관련 기관들을 소개합니다.

표준 연구 · 진흥 기관

01

S-Life I
Standards

60

한국표준협회

0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 및 품질 관련 지식전문기관. 산업 표준화와 품질 경

국가측정표준 관련 대표기관.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토대

영에 관한 기업 교육, KS  ·  ISO 인증을 통해 품질·경영 혁

를 마련하고 중화학공업, 반도체, 조선, 항공, 자동차 등

신 기법을 국내 산업계에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표준

우리나라 주력산업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발간 및 보급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

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더불어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유

지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R&D, 특

지  ·  향상,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교정  ·  시험, 인증표준

허, 기술기준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질(CRM) 개발 및 보급, 산업체의 측정 전문인력 교육

표준 선점을 위해 국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관련 노력을

등 측정표준을 활발히 보급해 우리나라 산업의 국가측정

이어가는 등 글로벌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표준 품질을 높여 가고 있다.

시험인증기관

01

0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966년 유네스코의 원조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

전기·전자·조명 분야와 기계계량 분야 시험인증을 비롯해 화

인증기관. 시험평가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학환경어린이제품, 정보통신, 에너지·신재생 분야 시험과 전자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수출 역량

기장환경(EMF) 인증, 각종 국가인증 심사를 수행함으로써 국

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전기전자, 환경, 교정, 의료기기,

민 안전과 기업 성장을 두루 돕는다. 기술규제영향 평가 및 표준

소재, 소프트웨어 통신 등의 민간 분야는 물론 항공, 우주, 철도,

화기술개발 등에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국방,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 분야까지 폭 넓은 시험인

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지원 등으로 기업과 상생하고

증을 수행하고 있다.

있다.

02

0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소재·부품, 환경·건설, 전기전자·전력에너지, 의료바이오·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패션의류 및 소비재, 수

헬스케어, 기간산업·방위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인

질·대기·토양 등의 환경 분야, 자동차·건축·전기전자재료 등

증 인프라를 갖춘 인증기관.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Top 시험

의 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

인증기관’을 목표로 매년 약 30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3만 개의

팅, 연구개발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국, 중국, 인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30여 개국 140여 기관과

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 네트워크로 해외인증 획득과 기술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시

해외 유명 시험인증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국제적 서비스

한다.

망을 갖추고 있다.

03

0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해

섬유·패션, 부품 소재, 융복합 소재, 생활제품 등에 대한 시험인

출범한 시험인증기관. 건설재료, 생활용품, 에너지·환경 분야 제

증을 수행하는 기관. 수출지원, 연구개발, 소비자안전 등 전 산

품의 시험·검사·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

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해 왔다. 소재

너지, 바이오, 의료기기, 안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시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연구원만의 특

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중동, 중국, 몽골 등의 국가와의

수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인증으로 쌓아 온 산업 기반 기

인증 협력 추진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유관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

한국제품안전협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

안전 기술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안전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제품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받아 추진하고 있다. 안전기준의 제  ·  개정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제품안전 전문기관. 대정부 정책 건의활동, KS 심사, 다양한 안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수입  ·  유통 제품의 안전성

전관리 교육 수행은 물론, 동일 품목의 생산  ·  수입  ·  유통업체로

조사, 수입  ·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조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술세미나를 개최해 정보교류의 장을 마

리콜 이행점검,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을 수행한다.

련하는 등 다양한 제품안전 관리 사업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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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소리 에디터
사진 신세호 에디터

‘KC인증’ 스키 제품으로
올겨울도 신나게 달려볼까?
춥고, 밤은 길고, 해의 경계에서 마음까지 헛헛해지는 계절, 겨울.
S-Life I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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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스키’가 아닐까요?
하얀 설원을 가르는 스릴을 느끼기 위해 스키어들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꺼이 스키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스키는 크고 작은 부상 위험이 높은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검증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스키 장비의 안전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일까요?

겨울스포츠의 꽃! 스키와 스노보드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스키 용품과 스노보드의 시험인증

‘워라밸’ 바람을 타고 취미와 여가, 액티비티 산업이 ‘대성

항목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플레이트, 바인

황’이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딩, 부츠 세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스키는 플레이트

않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용품 산업의 소비트

(16), 바인딩(18), 부츠(26) 등 약 60가지 항목, 스노보드는

렌드 변화도 이를 증명한다. 승마, 아이스하키, 피겨스케

데크(18), 바인딩(11), 부츠(8) 등 약 37가지 항목에 대해

이팅 등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스포츠 분야의 장비

시험을 수행한다.  

판매량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 물리시험팀은 다양한 생활 및 어린이

그래도 겨울스포츠의 왕좌는 스키와 스노보드가 지키

용품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의 도움으

고 있다. 스키와 스노보드는 계절의 매력을 마음껏 누릴

로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에 대한 주요 시험 내용을 자세히

수 있는 스포츠이자 눈밭 위에서 자유롭게 미끄러지는 신

살펴보자.

체 감각을 만끽할 수 있는 활동이다. 국내 스키 인구 역시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요 장비는 물론 관련 의류제품, 리프
트 및 시설 이용권의 판매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나사 유지강도 시험
스키나 스노보드는 기본적으로 플레이트나 데크를 바인딩과

그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원래 넘어지고 구

연결하고, 바인딩과 부츠를 연결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이들

르는 일이 다반사인데다, 겨울철에는 특히 찬바람에 굳은

을 고정하는 나사의 유지강도는 제품 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몸 때문에 작은 충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무엇보다 나의 부주의가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요소다. 제품의 재료나 모양에 따라 유지강도가 얼마든지 달
라질 수 있어 비교적 부적합률이 높은 항목이기도 하다.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
안전부에 따르면 2014/15년 시즌부터 2017/18년 시즌까
지, 4년간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52건에 달한다. 상
해부위별 사고발생률을 살펴보면 팔과 손이 194건으로 제
일 많았고 둔부  ·  다리  ·  발이 185건, 머리  ·  얼굴이 145건으
로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
우가 579건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없이 안전한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키 플레
이트와 스노보드 등의 주요 장비, 헬멧과 보호대 같은 보
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보

①

다 먼저, 착용한 장비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키나 스노보드 장비는 표면이 견고하고 매끈해 사용자
의 신체에 안전하게 닿는 것은 물론, 눈 위에서 미끄러지
는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부츠와 플레
이트/데크를 연결하는 바인딩은 결합이 견고하고 외부 충
격에 잘 견디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 적
절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스키 장비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부분들을

②
①~② 당김 장치가 부착된 만능 재료 시험기에 스노보드 바인딩 결합 나사를
연결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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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김 장치가 부착된 재료 시험기를 사용해 제품의 나사 유지

바인딩에 연결된 부츠는 기본적으로는 견고하게 결합해야 하

강도를 시험한다. 바인딩 고정용 볼트와 너트를 결합한 뒤 힘

지만 필요한 경우 잘 해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정 토크 범

을 가했을 때 나사가 고정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 내에서는 이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스키의 경우 바인딩 부착 부위 내에서 2개의 나사에 대한 유지
강도 최솟값이 <표1>과 같다.

제품별 설정 눈금 값에 따라 <표2>와 같이 바인딩 이탈을
유발하는 해제토크 값이 지정되어 있다. 바인딩 해제시험은
시험제품의 해제토크가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 들

<표1> 스키의 나사 유지강도 및 제거 저항력

어가는지 측정함으로써 적절한 해제기능을 갖췄는지를 확인

그룹

나사 유지강도(N)

제거 저항력(N‧m)

1

2,600

5

2

2,600

5

(z방향), 상하(y방향) 각 방향에서 바인딩이 해제될 때까지

3

1,600

-

바닥에 서서히 토크를 가해 최댓값을 기록한다.

4

1,300

-

한다.
제조자의 지시대로 바인딩을 설치하고 시험용 부츠바닥을
바인딩에 장착한다. 스키를 테스트 프레임에 고정하고 좌우

<표2> 스키 바인딩 해제시험의 설정 목표
고정 나사의 경우 20㎜/min±20%의 변위속도에서 체중
45㎏ 이상의 사용자를 위한 제품은 4,500N, 25~45㎏의 사
용자를 위한 제품은 3,500N 이상의 유지강도를 가져야 한다.

바인딩 해제시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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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② 테스트 프레임에 고정한 스키의 바인딩에 z방향으로 토크를 가하고
있다.

설정 눈금
(Z)

해제토크

바닥 길이
(㎜)

Mz
(N·m)

My
(N·m)

0.5

5

18

200

1.0

10

37

225

1.5

15

55

243

2.0

20

75

258

2.5

25

94

270

3.0

30

114

280

3.5

35

134

290

4.0

40

154

298

4.5

45

175

306

5.0

50

196

314

5.5

55

218

320

6.0

60

239

327

6.5

65

261

333

7.0

70

284

339

7.5

75

307

344

8.0

80

330

350

8.5

85

353

355

9.0

90

377

360

9.5

95

401

364

10.0

100

425

369

충격 부하에서의 측면 이탈 시험

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달라지고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지
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
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는 스키 용품은 대부분 수입 제품으
로, 해외인증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제품
군에 비해 결격률이 낮은 편이다. 제품 자체의 결함보다 오
히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 편이므로 스키를
탈 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래 내용을 참
고해 올겨울엔 재미있고 안전하게 스키를 즐겨보자!

①
① 시험용 바닥에 제품을 고정한다.

스키&스노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1. 헬멧, 고글, 보호대, 장갑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2. 바인딩 수치, 부츠 사이즈 등을 본인 신체 사이즈에 알맞게
조절합니다.
3.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면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안전
하게 넘어지는 요령을 익힙니다.(보드: 엉덩이부터 넘어지
며 등을 둥글게 말기 / 스키: 두 팔을 앞으로 뻗고 엉덩이부터
②

③

②~③ 각도별로 하중을 가해 바인딩이 해제되는 풀림 각도를 확인하고 있다.

주저앉듯이 넘어지기)
4.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직활강은 금지! 슬로프를 내려올 땐 반드시 ‘S’자 모양을
그리도록 합니다.

해제시험에서 바인딩의 기본적인 해제성능을 확인했다면, 이
시험은 바인딩이 갑작스러운 충격 상황에 대비한 해제성능을

Introduce Organization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시험제품의 바인딩 결합을 유지하
는 최대 토크값의 경계 조건에서 바인딩이 해제되는 풀림 각
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시험용 바닥에 제품을 고정한 뒤, 표준 진자가 그리는 원호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패션의류 및 소비재, 수질‧대기‧

을 보장하는 토크값에서 시작해 바인딩이 유지될 수 있는 최

토양 등의 환경 분야, 자동차‧건축‧전기전자재료 등의

댓값까지 토크를 조금씩 감소시킨다. 풀림과 유지의 경계 조

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건에서 스키 바인딩을 해제할 수 있는 풀림 각도를 기록한다.

컨설팅, 연구개발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
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해외지사를 설립
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 시험인증기관과의 업무

안전기준, 시대와 상황에 발맞춰가다

제휴를 통해 국제적 서비스 망을 갖추고 있다. 정부 및

FITI시험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스키 용품 표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사업도

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이다. ‘안전’에 대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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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제품안전생활

글 이어령 에디터

따뜻? 뜨거움!
전기장판이 불타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제품사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을 살펴보고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자.

추운 겨울 무릎 관절염을 달고 사는 김뻐근 할아버지. 사위가 선물한 전기장판에 누웠
다 하면 저린 무릎 관절이 시원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전기장판을 켜고 잠
이 든 김 할아버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다. 눈앞에는 검은 연기가 집

사고의 재구성

안을 감쌀 정도로 자욱했고, 전기장판 끝부분에서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둘러
전기코드를 뽑은 후 불을 껐지만 김 할아버지는 손과 발에 화상을 입었다.

현장을 방문한 조사반의 눈에 다급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려졌다. 사고제품은 다시 사
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있었다. 사고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부품의 동일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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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했다. 인증 당시 제품과 사고제품을 비교한 결과 PCB 패턴이 바뀌고 플러

제품사고 조사
진행

그, X-커패시터, 퓨즈 등의 부품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표면 온도상승 항목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사고제품은 부위별 열선의 온도차가 커서 온도상승 항목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온도가 103℃ 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절연물 소손에 의한 화재나 화상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 게다가 임의로 부품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안전인증기관에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제조업체에 제품수거를 명령했다. 전기장판을 구매할

이렇게 조치
했습니다

때는 제품안전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사용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알아 두면

꿀이

제품안 되는
전 Tip

전기장판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

01

안전규정에 적합한 제품 구매

02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인증(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타이머 설정을 생활화한다.
•라텍스 재질의 침구(베개, 매트리스 등)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매트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

보관 시 주의사항
•사용 후에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아 두거나
스위치를 꺼 두어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한다.
•보관 시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되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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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을
소개합니다

글 임지영 에디터
사진 성민하 작가

수도·가스요금은 물론, 아파트 면적부터 돌 반지까지

국민 생활 속 양(量)의 측정과 단위 사용을
관리·운용하는 계량측정제도과
평, 돈. 그간 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 혹은 아기 돌 반지를 구입할 때 흔히 통용되어온 단위다.
하지만 우리가 엄연히 단위로 알고 사용해온 이 단위들은 법정단위가 아니다.
계량측정제도과는 서로 다른 단위 혼용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법적 다툼 등 충돌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단위를 적용해 계량과 측정을 제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부서다.
하는 일은 단위를 주체로 한 업무지만, 업무 중요도와 팀워크만큼은 단위로 정량화할 수 없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예팀이기도 하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3가지 법정계량기 관리 및 운용

화, 법정계량기의 관리, 법정단위 사용 정착 및 확산 업무를

‘계량’과 ‘측정’. 얼핏 하루 종일 단위, 요율을 놓고 씨름할

비롯해, 해외 법정계량 협력 강화, 스마트미터링 보급 등 다

것 같은 계량측정제도과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꽃’이라 불

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내에서는 약 9천만 대 정도의

리는 팀이다. “일반적으로 수도, 가스만을 계량으로 알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활용하고 있으며, 계량기에 기반을 둔

있지만, 양을 측정하는 모든 범주에 들어가는 계량을 망라

거래 규모는 연간 약 700조 원 정도다. 이 중에서 계량 오차

한다는 점에서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가 1%만 발생해도 7조 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남다른 ‘맨파워’를 자랑하는 정예팀의 ‘캡틴’ 임완빈 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관리 측면에서 계량기 형식승인 및

장은 말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99년 미국 나사에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판품 조사,

서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과정에서 탐사선 제작사

정기검사, 재검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 록히드마틴은 야드 단위를 쓰고, 나사는 미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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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람에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착륙에 실패해 폭발한 사

홍보와 과태료, 투트랙으로 정착시킨 표준단위

례가 있습니다. 표준 단위 사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량과 측정을 따로 쓰고 있지만 실은

계량측정제도과는 1961년 제정된「계량에 관한 법률」

같은 개념입니다. 계량이라 하면 법정계량기만을 ‘계량’이

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13품목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라 생각하죠. 법적 개념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관리해 왔다. 계량·측정 관련 산업 육성, 계량·측정제도 선진

합니다.” 이동진 연구사는 말한다. 계량의 영역은 크게 3가

지로 구분된다. 과학 계량과 산업 계량, 그리고 법정 계량

1961년 계량법 제정 이후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다.「계량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법정단위를 기본

평, 돈 대신 제곱미터, 그램 단위를 사용토록 적극적인 대국

단위, 유도단위, 특수단위로 구분하고 있고「국가표준기

민 홍보와 계도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

본법 시행령」별표1, 2 기본단위 7개, 유도단위 40여 개를

다고 느껴 2012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2015년부

명시하고 있으며「계량법 시행령」별표2에서 특수단위

터는 언론기사 및 광고, 부동산 중개소 및 전자제품 매장 등

40여 개를 나열하고 있다.

생활 주변으로 소비자감시원을 통한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

법정단위를 이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소비자와 판매자

을 확대하는 투트랙 정책을 통해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
“평, 돈 등 기존에 통용되던 단위를 바꾸기가 상당히

(3.75g)이 아니라 1g당 매매를 하면 판매자가 소수점 3~4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아파트 분양 광고가 제

자리까지 측정 가능한 정밀저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곱미터를 표준 면적 단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정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정확한 계량으로 인한 손해를 면할

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미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등 3

국가기술표준원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유일

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국제단위계를 법정단위로

하게 박물관을 갖추고 있는 부서라는 자부심은 굉장하다.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과 최고의 자산은 ‘맨파워’입니다. 신입 사무관 중심

사고나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에 기여할 수 있다.

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 추진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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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완빈 과장

성을 지니고 있죠.” 남경민 사무관은 말한다.

남경민 사무관

이동진 연구사

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스마트미터 보급 확산을

국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지연 전문위원은 단순 국

촉진할 계획이다. ‘선진국형 계량’으로 불리는 스마트미터

제교류가 아닌, 계량 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한 국제전문가

링은 원격·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계량기

다. 정혜수 전문관은 부서의 심벌인 계량박물관을 방문객

를 통해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계

들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박물관을 소개, 안내해주는 나

량체계다. 그간 계량측정제도과는 13종의 법정계량기 중

레이터다. 요컨대 빼놓을 수 없는 10인의 정예 멤버가 ‘어

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정밀측정

벤저스’로 뭉쳐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팀이다.

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측정 기반기술과 장비개발, 기업육성 등 체계적 산업

기술 융복합과 산업고도화에 따라 급변하는 계량 환경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걸어온 길도 멀지만, 갈 길도 멀다. 이동진 연구사는 ‘계량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는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은 돈’이라는 말로 계량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계량관리시

수행할 계획이다. 전국 200여 개 지자체와 협력해서 시중

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객체도 주체도 돈을 아낀다는 얘기

유통 중인 저울에 대해 철저히 정기검사를 실시, 불법·불

다. IT, 빅데이터 기술과 융복합 등 국내외 기술적으로 빠

량 계량기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고 계량기 검정기관과 자

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량측정제도과는 1961년

체검정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계량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검사 등의 고정된 관리 툴로 운영해온 계량 제도를 내
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손볼 생각이다.
우선은 법정계량기 관리품목에 대한 검토, 획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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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정비, 해외협력 등 계량측정관리의
선진화 꾀할 것

관리체계의 변화, 민간 자율관리 촉진, 검정유효기간 등

계량측정제도과는 계량 관리의 미래화·선진화를 위해 스

에 대해 검토해 ‘계량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트미터링과 해외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협력

2000년대 이후 미국, 유럽 등의 에너지 사업자 중심으로

을 위해 11월 14일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계

급격히 스마트미터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미

량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제3차 한중법정계량협력위원

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간

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회의 당시 양국은 스마트미터링을

추진해온 스마트미터링 포럼을 확대, 개편해 수요-공급기

공통 관심 의제로 선정했다. 진화하는 계량체계에 대한 양

국 대응계획과 제도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충된 이해관계 해결의 근본을 정확한 측정을 통해 공정성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충전 시 에너지 계량 신뢰성 확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는 계량측정제도 분야의 선진국

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스마트미터링과 친환경자동차

으로 꼽히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정작 내부적

충전 계량 분야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제안하

으로는 7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껏 적용하고 있는

는 한편,「계량에 관한 법률」체계, 요소수 미터 형식 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바뀐 제도를 적용해야 할

제도 운영 현황, 수소충전기 오차 검사장비 연구개발 추진현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계량기·측정기를 유연하게 관리해

황, 한국계량측정협회 주요 활동을 중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서 업계와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

계량측정제도과는 상거래 단계에서 거래 당사자 간 상

해 노력하겠습니다.”

알쏭달쏭! 스마트미터링(Smart Metering)이란?
영하를 넘나드는 강추위에 겨울을 나기 위해 온풍기, 전

측정하는 기능과, 측정된 수치를 네트워크망을 통해 실

기담요 등 전열 기구를 가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온풍

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똑똑한 계량기다.

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을 쐬고 있다가도 문득 이번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

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하기도 한다. 만약 전기

비자는 실시간으로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금을 매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자신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저렴한

까?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 휴대폰 요금처럼 전기요금

시간대를 노려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공급자는 다양한

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똑똑한 측

누적 데이터를 통해 전력공급을 조절할 수 있고, 버려지

정 시스템, ‘스마트미터링’ 덕분이다. 스마트미터링이란

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 또 상황별 차등 요금제 등으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

는 ‘자동 사용량 측정시스템’을 말한다. 전력 분야에서

다. 그간 전력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던 스마트미

스마트미터링의 ‘미터’는 통상적으로 전력량계를 의미

터링은 현재 도시가스, 수도 등 다른 유틸리티 분야로 확

하는 말로, 특정 시간 동안 소모된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산 중이다.

어서 와, 이런 박물관은 처음이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박물관
여 점을 전시 중이다.

박물관이 있다. 바로 ‘계량박물관’이다. 2014년 8월 개

계량에 관해 궁금했던

관한 계량박물관은 근대 이후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모든 것을 계량박물관

데 사용했던 도량형기와 그 도량형기를 시험·검사할 때

에서 확인해보자.

표준이 되는 설비, 시험 결과의 합격·불합격을 표시하는
증명용 도장과 관련 문서들을 전시하고 있다. 계량박물
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701점 중 사료적 가치와 희소
성을 인정받은 546점은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 문화재
로 등록되기도 했다. 문화재 중 도량형기의 시대적 특성
을 담고 있고 현재의 산업표준화에 영향을 준 유물 300

•관람시간 : 평일 9시~18시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관람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gm.kats.go.kr/index.jsp
•관람문의 : 043-87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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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표준협력대화 출범

제2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 개최

우리나라가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공

혁명 강국 독일과 스마

공 서비스 플랫폼이자

트제조, 미래차 등 혁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

신산업의 국제표준화

목받고 있는 스마트시

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

티의 국제표준을 선점

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8일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하기 위해 아세안 및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뭉쳤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한-독

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7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말레이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시아, 베트남, 사우디, UAE 등 아세안·중동 9개국이 참가하

국은 제1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스마트제조와 미

는 제2회 스마트시티 아시아 표준포럼을 개최했다. 스마트시

래차 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공동 작업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티는 우리나라가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추진하고

국표원은 정례회의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워크숍 등을 수시로

있는 표준협력의 핵심 분야로, 이번 포럼이 스마트시티 표준

개최하여 양국의 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국제표준화 관련 정책·

화 주도로 한국과 아세안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기술 분야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우 원장은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포럼 참가국들은 ‘스마트시티를 위한

“표준협력대화 출범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표준의 역할’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별 표준 전략과 사례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조업에 융합하고 국제표준화 경쟁력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강화를 위한 전략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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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특징이 있다. 급격한 기술 변화를 맞아 사실상 국제표준화에

10일 인터콘티넨탈 코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기관이 분

엑스에서 사실상 국제

야별로 분산돼 있다 보니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을

고 있는 대응기관, 산·

지원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 협의체를

학·연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국제표준

발족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 대

화 전략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실상 국제표준은 민간

응기관별 사실상 표준화 대응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 장기

이 만들기 때문에 공적 국제표준보다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

적 활동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사실상 국제표준과 공적 표준

응할 수 있고, 표준에 기업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ISO·IEC, KS 등)의 연계 방안 등의 정책방안을 검토했다.

2019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워크숍 개최

2019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 개최

인공지능(AI)의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국제표준 동향을

28일 ‘4차 산업혁명 시

파악하고, 국내

대 제품안전’을 주제로

산업 적용을 위

OECD·EU·영국·일본

한 표준화 방안

대표단을 초청한 가운

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5일 제

데 2019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국가기술표

주에서 인공지능 분야 해외 표준전문가와 국내 산·학·연 관계

준원은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제품안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워크

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숍을 개최했다. 산업별 AI 응용기술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

성하고 표준화 대응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

에는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 관련기관

사는 AI 분야 국제표준화위원회(ISO/IEC JTC1/SC 42)의 표

을 비롯해 외국 규제당국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준화 주도국인 미국의 전문가가 참석해 AI 표준화 동향을 설명

‘4차 산업혁명과 제품안전’을 주제로 최갑홍 성균관대 교수가

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AI의 산업별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

기조연설을 했으며, 우리나라와 OECD, EU, 영국, 일본 대표

하고 향후 표준화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원장은 “우리

단이 제품안전 정책과 위해도 평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

나라가 산업경쟁력을 보유한 IoT가전, 자율차, 스마트제조 등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EU),

을 기반으로 AI 응용산업까지 선도국으로 자리매임 할 수 있도

영국, 호주, 일본 등과 양자 실무회의를 개최해 국가 간 안전관

록 2020년 초까지 AI산업 표준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

리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제

하고,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한 중복된 규제는 일원화하는 내용

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됐다. 개정된 안전

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

기준은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했다. 니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12월 3일 고시 완료하였으며,

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

정물질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

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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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스마트미터링 시대 실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선진국은 차

고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개척을 장려를 위해

세대 계량체계인 스마트미터링을 앞 다퉈 도입하고 있다. 국

‘2019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3일 더케이 서울호

내 스마트미터링 저변 확산과 정부·제조업계·수요기관 소통

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기술(NET)․신제품

확대를 위해 주요국의 스마트미터링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자

(NEP)․우수재활용(GR) 인증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구매

리가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5일 스마트미터링 국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기술 실용화 및 판로확

내외 전문가, 국내 계량업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

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유공자·단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

운데 스마트미터링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스

다.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신기술신용화 촉진대회는 매년 혁

마트미터링포럼 의장인 정범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주제발표

신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이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과 경쟁력

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스마트미터 제도화 방안이 공유됐다.

강화에 기여가 큰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기 위한 행

또한, 이탈리아,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각국의 스마트미터

사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치사를 통해, 신기술 및

링 정책추진 현황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주소령 적합성정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대표 및 직원들의 노고를

책국장은 “스마트미터링 물결을 우리 계량산업 도약의 기회

높이 치하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구매 담당

로 만들 수 있도록 표준화와 기술기준 제정을 적기에 추진하

자들을 격려했다.

는 것은 물론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쿠바에 포장분야 시험인증
기술이전

서울기술연구원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생활환경시

KCL은 서울기술연

험연구원(원장 윤갑

구원과 시험·인증,

석, 이하 KCL)은 쿠바

표준화를 통한 도시

하바나에서 12월 5일

문제 공동해결과 지

한·쿠바 글로벌 사회

속적인 연구 네트워

적책임사업(CSR)의 일환으로 포장 분야 시험인증 기술이전

크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번

식을 실시했다. KCL은 지난 6월 14일 산업 및 무역·투자 경제

업무협약은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으로 상호

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쿠바 산업부 산하 쿠바기술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험·인증·표준화, 장비 및 시설의 공

산업품질센터(CTEC)와 업무협약을 하였다. 포장산업 관련

동 활용으로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

시험검사 및 표준화 분야 자문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었다. MOU에는

한·쿠바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에너지 등으

시설활용 분야 협력

로 협력 분야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KCL은 CTEC에 온·습도

트베드 공동활용 ▲ 신기술 접수소 관련 시험·인증, 표준화 기

챔버를 포함한 포장 분야 시험장비 5종을 기증했으며, 포장재

술자료 교류 및 기술 검증체계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

료 시험방법 및 장비 유지관리 기술 등을 전수하는 기술교육

다. 이에 따라 서울기슬연구원은 시험·인증, 표준화를 연구·

도 실시했다.

개발하는 시험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의 검증체

▲ 도시문제 해결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 및
▲ 도시문제 해결 기술 시범적용 및 테스

계에 대한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베트남 목재분야 시험인증 업무협력 강화
행한다. 양 기관은 시험·인증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현

남 호치민에서 시험·

지 목재제품 공동시험기관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인증기관인 QUATEST

체결하였으며 ▲ 목재제품 시험평가 기술 전수 ▲ 관련 시험장

3와 목재 분야 시험평

비 운영 및 시험실 관리 ▲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적

가 교육·훈련 컨설팅 계

합성평가 및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기술·정보교류에 협력하기

약을 체결했다. QUATEST 3는 베트남 과기부 산하 시험·인증

로 했다. KCL은 이번 계약으로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목

기관으로 건설·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인증을 수

재 제품에 대해 시험평가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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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KOTRA 손잡고
기업 중국진출 전방위 지원

유전체 빅데이터 표준화 마련 위한
국제포럼 개최

KTR과 KOTRA가 중

KTR이 국가기술

국 진출 중소·중견기

표준원과 ‘유전체

업의 수출 전 과정을

빅데이터 표준 및

도울 수 있는 협력체계

최신 동향 국제포

를 구축했다. KTR 권

럼’을 개최했다.

오정 원장과 KOTRA 중국지역본부 박한진 본부장은 12월 10

국표원과 KTR은 11월 21일 노보텔 강남 보르도홀에서 관계자

일 오후 중국 상해 홍차오 진장호텔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부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포럼을 개

들의 중국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최했다. 포럼에서 미국 텍사스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

중국 진출 또는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제품

터의 크라우스 박사는 ‘세포대사 및 암대사에서의 유전체 데이

개발을 위한 기술 자문부터 인증·통관·물류, 현지 판로개척 및

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정

현지 지사화 서비스까지 중국 수출을 돕는 제반 업무를 원스톱

종석 수석, 서울대학교 최무림 교수, 천랩 김병용 소장 등도 발

으로 지원받게 되었다. KTR은 KOTRA의 화상상담시스템을

표에 나섰다. KTR은 국표원과 바이오빅데이터의 최신동향을

이용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중국강제인증인 CCC인증과 화

소개하고 유전체 빅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에 관한 표준 정립 방

장품·식품·의료기기 위생허가를 비롯한 중국내 기술규제 자

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포럼을 준비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을 제공하고, 인증 획득 기업의 해관 등록과 통관 등도 돕는

‘바이오헬스’를 비롯하여 전기자율차, 시스템반도체, 수소에너

다. KTR 중국 지사는 현지 인증 및 판매에 필수요소인 책임회

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0대 중점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사 역할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련해 국정현안 점검조정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시험장비 기증 및 노하우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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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이 베트남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및 표준물질 등을 베트남 휴텍에 기

시험인증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시험장비를 무상 전달하고 노

증하고 화학․환경 분야 유기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 이전을 진행

하우를 전수한다. KTR은 11월 1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휴텍

하는 등 베트남의 시험인증 전문 인력 양성을 도왔다. 이번 시험

(HUTECH, 호치민기술대학교)과 시험장비 이전 기념식 및 시

인증 인프라 지원은 KOTRA의 글로벌 CSR(Corporate Social

험인증 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KTR은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업에 KTR이 동참하면서

이날 베트남의 시험분석 및 적합성 평가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윤일준 경영전략본부장,
신임 부원장에 취임

국내 최초 ISO/TC 198(소독 및 멸균)
국제표준 회의 개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KTC는 12월 2~6일 서

연구원(송유종, 이하

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

KTC) 제4대 부원장에

텔에서 식품의약품안

윤일준 경영전략본부

전처와 함께 의료분야

장이 취임했다. KTC는

국제표준회의인 ISO/

지난 9월 16일 전문임원 모집 공고를 낸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TC 198(소독 및 멸균)을 국내에서 개최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윤일준 부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

KTC는 ISO/TC 198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서, ISO/

하였다. 윤일준 부원장은 2010년 시험연구원 통합 출범 이후

TC 198 정기 총회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개최의 성과를 이

관련 업계 최초의 내부 승진 사례가 되었다. 윤일준 부원장은 취

뤄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20개국

임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개

160여 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해 소독 및 멸균의 표준

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감, 소

에 대해 논의했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인 KTC는 이번 국제 총회

통, 도전이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

및 분과 회의에서 논의되는 국제표준 활동 등의 내용을 국가표

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의 내부 승진 사례가 되어 무거운 책임

준(KS) 개발․운영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많은 국내의 전

감이 느껴지지만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 만큼

문가들이 국제총회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멸균 분야 표준을 선도

KTC의 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가자는 당부도 덧붙였다.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표준협회

KSA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표준과 품질경영 전문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과 비즈니스 적

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플랫폼 지식서비스 기관, 스마트공장 구

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KSA는 ISO, IEC 등 국제표준기

축 전문기관으로 빠르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올해 ‘스마트혁신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센터’를 신설하고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차 표준 포럼을 운영하는 등 국가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있다. 또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하

국내 64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민

고 있다. 2020년에는 ‘4차산업혁명기반센터’를 새로 설립해 AI

간표준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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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T I 시험연구원

유해화학물질 규제 준수를 위한
ZDHC MRSL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규제에 대한 바이어의 요구사항이 엄
격해짐에 따라, 1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유해물질 규제 준
수를 위한 ZDHC MRSL 프로그램 설명회’를 FITI성수비즈니
스센터(10일)와 FITI 마곡본원(11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의류 제조업체, 공급업체, 염색 가공 및 코팅 관련
화학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섬유 및 의류 제작에 필요한 공급
망에 속해 있는 원·부자재 생산 업체까지 유통업체에 걸친
모든 회사가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 ZDHC 프로그램의
이해 ▲ ZDHC MRSL 규제 항목 및 이행 대상 소개 ▲ ZDHC
Gateway(공유 플랫폼)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FITI
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ZDHC(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유해화학물질 제로배출협회)로부
터 MRSL(Manufacturing Restricted Substances List, 생
산제한물질 목록) Level 1 국제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
래 활발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S-Life I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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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wiz와 야구단 상품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FITI시험연구원은 프로야구구단 kt wiz(대표이사 유태열)
와 ‘구단 상품 안전관리 및 기술 자문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을 12월 19일 수원 KT위즈파크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협
약 내용은 야구단 상품의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한 ▲ 시험·검
사·제품인증 등에 관한 사항 ▲ 세미나, 교육, 기술자문 컨설
팅 등의 지원 및 정보교류 ▲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
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FITI시험연구원은 시험·검사
서비스 등을 통해 kt wiz의 어린이 상품을 비롯한 구단 상품
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품질 안정화에 힘
쓸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FITI시험연구원 김종범 본부
장은 “이번 협약은 프로야구단 굿즈 안전관리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FITI는 지속적으로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상품들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ATS
우체통

표준이 만드는 행복한 미래

국가기술표준원과 <S-LIFE>가
함께 하겠습니다.

<S-LIFE>와 함께해주세요
께 무료로 배부합니다.
<S-LIFE>는 구독을 원하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웹진으로도 <S-LIFE>를 만나
ats.go.kr)에 접속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
<S-LIFE>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부터 최신 호까지 다양한

독자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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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번호의 좋았던 기사와 알고 싶은
롭게 보내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
책을 만듭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e@naver.com
<S-LIFE> 편집실 standards-lif
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중 추첨을 통해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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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
혁신 성장을 지속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에도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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