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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을 지도로 그릴 수 있는가?
진중권은 자신의 철학에세이 <생각의 지도>를 통해
철학이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제에 관한 다양한 조각들이 몽타주처럼 모여 ‘생각의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한다.
세상의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표준의 화려한 변신 ! ‘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인 양 지내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자.

창간 기념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가 시작합니다.
www.kats.go.kr/edublic/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주관이나 가치관을 정립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여기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자세는 실천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다.
생각을 표현해 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아를 갖춘 사람인 것이다.

‘

’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표준을 감각적인 시선과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매거진입니다.
이번 가을호를 시작으로 매 계절마다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문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홍보·정보전략팀┃ Tel. 02-509-7235 www.kats.go.kr

더 편한 세상을 위한 ‘생활표준’

표준화된 한방용 ‘뜸’ 사용하세요
시술범위, 뜸 뜨는 방법, 재료 시험방법, 포장표기법 표준 제정
올해 우리나라의 뜸 표준이 국제표준으로도 채택, 세계시장 진출 길 열려
우리나라 성인의 약 60%가 한방치료를 경험적이 있을 정도로 한방치료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이 중 39%는 ‘뜸요법’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4.6명당 1명이
뜸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뜸의 인기가 높아지자 인터넷이나 한의약 유통상가에서 뜸
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뜸 관련 기기 사용이 증가하자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량생산에 필요한
표준이 필요해졌다. 이로 인해 기술표준원에서는 한방용 뜸을 표준화했다. 기술검토와 시험평가를
거쳐 시술 범위 및 뜸을 뜨는 방법과 사용되는 각종 재료에 대한 시험방법, 포장·표기법 등이
표준화됐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의 뜸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우리나라의 한방치료가 세계적
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제 우리나라의 뜸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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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퍼스트 무버의 필수조건
‘국제표준 선점’
요즈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는 말을 자주 듣
게 된다. 우리나라 성장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
오르고 있는 말이다. 기존 패러다임을 모방에 기초한 패
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로 규정하고, 선진국으로 발
돋움하기 위해서는 창조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라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몇 해 전만 해도 ‘패스트 세컨드’가 유행했었다. 무조
건 최초나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 재빠른 2등으로 출발
하여 최강자의 자리를 노리라는 의미다. 변화가 빠르다
말하는 이도 있겠으나, ‘패스트 세컨드’의 한계에 직면했
다는 표현이 옳다. 역사상 유래 없이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력 10위권에 도달한 우리나라이지
만 모방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덕분인지, ‘퍼스트 무버’는 정부와 기
업 등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식산업을 획기
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말
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퍼스트 무버의 필수조건은 무엇일까?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 개발, 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 마지막으로 시장의 룰이 되는 표준 확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야 후발
주자에게 추월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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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의 R&D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른다.
GDP 대비 비중은 올해 세계 3위, 연평균 증가율은 중

기술표준원은 한·일 스마트그리드 협력 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덕분인지 특허출원은 세
계 4위, 과학기술 논문 수 12위에 올랐으나, 이러한 양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적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적 증가가 국부의 창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상 표준에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무

‘그렇다’라고 선뜻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무역수

엇보다 장기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

지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기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에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할 때다.

따른 기술 공개를 우려하는 시선이나 경쟁자의 추격을
돕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 역시 충분히 이해는 된다.

표준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의 경우 ’13년도 표준

그러나 관련 서적 등에 나온 내용대로 설계한다고 해도

R&D 예산이 18.8억 달러(2조원)로 총 R&D 예산 1,422

제품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표준도

억달러(161조원) 대비 1.3%로 책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다. 하물며 제품이나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400억원 규모로 총 R&D 예산 대비 0.25% 정도이다.

짧은 시대다. 경쟁자가 따라올 즈음이면 새로운 단계의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패스트 세컨드’ 조차도 버거운 수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기술력만

준이다.

있다면 오히려 국제표준은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첨병이
될 것이다.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의 영향 하에 이루어지며,
EU 내 무역의 76%가 EU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요즈음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즉, 세계 무역과 표준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무역

특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표준임을 증명하는 것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기술과 제품의

로 표준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식은 아직 미흡

세계시장 확보를 통한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

한 듯하다. 표준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국제표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한 소중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으려면
국제표준화가 중요하다.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국제표준의 대응은 더욱 중요하
다.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과 같은 전력대

이제부터라도 산·학·연·관 모두가 표준의 중요성

란의 대안이자 신재생에너지 활용·확대 및 스마트그리

을 재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드 구현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

기술 개발만큼이나 표준화 역시 하나의 창조다. 우리

템(ESS; Energy Storage System)의 국제표준을 주도

나라가 창조적 국제표준화를 통한 진정한 ‘퍼스트 무버’

하고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신규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구성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
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 지
식경제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에너지 저장산업 세계 3대 강국 도약, 세계시장 점유율
30% 확보’라는 우리 정부 정책 목표 달성 및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선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기술표준원 원장 서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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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품안전의 날 개최, 개인 및 단체 포상
제품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강조
2012 제품안전의 날 행사가 지난 9월 7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
번 행사에서 조명, 유아용품, 유통 등 국민생
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품 안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
상이 이뤄졌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행사는 윤상직 지식
경제부 제1차관과 이충열 제품안전협회장을
비롯한 제품안전 분야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상직 차관은 “제품안전은 소비자의 기본
적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품안전 선
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을 비롯한 소비
자·관련 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제품안전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 2012 제품안전의 날에서 제품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 주요 포상자
<동탑산업훈장(개인)> ㈜선일일렉콤(조명기구) 송보선 대표이사

•유통업계 최초로 1,230개의 품목별 안전 점검 기준 마련

•사용자 안전을 고려한 ‘과전압 보호기능’을 내장한 ‘T-5 조명 안정기’ 개발
•최근 3년간 제품안전 연구개발비 2배증액
•매주 안전 전담 연구인력과 제품 토론회 개최

•5,200개 협력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품 안전 수준 평가제 도입, 불량제품에
대해 개선 권고

<국무총리표창(개인)> ㈜삼천리자전거 이덕준 부사장
<산업포장(개인)> ㈜해피랜드F&C(유아용품) 임용빈 회장
•동종업계 최초로 유아 의류에 오가닉, 닥 섬유 등 친환경소재 사용
•카시트, 보행기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품의 주재료를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변경

<대통령표창(단체)> ㈜이마트(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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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핸들바, 체인걸림 방지 기술 등 도입
•전문 검사설비 도입과 유럽보다 높은 안전 기준 적용

<국무총리표창(단체)> ㈜파나소닉ES신동아(배선기구)
•유해물질이 없는 무연납 사용, 재생 사출물의 사용 금지
•배선기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연구 개발

ISO 총회서 우리나라 국제표준 활동 위상 확인
선진국에서 양자회담 요청 쇄도, 신흥경제국과도 표준화 협력 제고
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35차 국제표
준화기구(ISO)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사업성과 소개와 더불어 국제표
준을 통한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걸프연안국가(GSO),
아프리카(ARSO) 지역표준화기구와의 협력,
개도국의 표준인프라 구축 지원 등 국제사회
에 기여하는 한국의 활동을 소개해 많은 개도
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또한 올해 ISO 총회의 핵심주제인 기업의
혁신(Innovation)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표준원은 ISO총회에서 선진국들과 표준협력을 약속했다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토론에 참가
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이

회의 요청이 쇄도했다.

개발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했다.

를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표준

우리나라는 유럽의 표준을 총괄하는 지역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와의 양자회의에

이 기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중소기업의 지

표준화기구인 CEN/CENELEC과의 양자회담

서는 표준 전문가 상호방문 및 기술정보 교환

속가능한 발전과 공공기관-민간기구 간의 협

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력증진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등 미래기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표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럽, 미국

한편, 이번 총회기간에는 기술관리위원회

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캐나다와는 표

등 주요 표준화 선진지역은 물론 걸프연안,

(정기원 과장) 활동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

준화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교환, 교육, 훈련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경제지역의 지역표

제위상을 반영한 듯 캐나다 등 6개 주요국가

등 표준협력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합의했으

준화기구로 표준화 협력을 다변화하는 정책

와 유럽 및 중동지역 표준화기구로부터 양자

며, 상호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양국의 표준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대비 저울 특별단속 실시
선물과 제수용품 거래가 활발한 곳 위주 점검
기술표준원은 추석을 맞이해 지난 9월 24일부
터 28일까지 저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제수용

거래가 이뤄지는 업소를 중점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했다.

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기술표준원 측은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계량

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

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이 함께 실시했다.

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

대형유통업소와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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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 뉴스

중금속 함유된 책가방 등 48개 제품 리콜 조치
책가방, 수세미, 우산, 모발말개는 내년에도 중점 관리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책가방, 재생타이어,
승차용 안전모 등 48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

기준치 보다 3.1배에서 최대 284.7배 초과 검
출됐다.

치했다.

기술표준원은 부적합률이 높고, 위해성 정
도가 높아 리콜 제품이 많았던 책가방, 수세

스테인레스 수세미 12개 제품은 녹방지를

미, 우산, 모발말개 품목에 대해 업체 교육과

기술표준원은 2012년 시판품 341개 제품에

위한 크롬(Cr)함량이 낮아 물과 접촉 시 녹이

함께 내년도 안전성조사 시 중점 관리할 예정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용 책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산 23

이다.

방 7개, 재생타이어 1개, 승차용 안전모 2개,

개 제품은 바람이 부는 경우 뒤집어지거나 대

또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

수세미 12개, 우산 23개, 전기머리인두 1개 및

가 부러지는 결함, 손잡이와 캡이 잘 풀리는

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

모발말개 2개 등 48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

결함 등이 확인됐다.

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

한다고 밝혔다.

전기머리인두 1개와 모발말개 2개 등 전기

특히 어린이용 책가방 7개 제품은 제품 표

헤어(hair)제품 3개는 임의적 구조변경과 부품

면, 각종 장식부분, 지퍼 등에서 중금속과 내

변경·누락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것으로 조사됐다.

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 어린이용 책가방 7개
제조자명(수입자명)

제조국

모델명

조사 결과

72BG18241-1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검출
프탈레이트계가소제(BBP) 검출
카드뮴 검출

중국

KTB-LA12S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검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BP) 검출
납 검출
카드뮴 검출

XING HAN SHOU DAI CHANG
(거화아이엔씨㈜)

중국

딸기신학기가방
(세계지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검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BP) 검출
납 검출
카드뮴 검출

엠.제이패션

중국

폴프랭크가방(Y12B04)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검출
납 검출

㈜서양네트웍스
(유창이십일)

중국

(RD)마린
패턴배낭

납 검출
니켈용출량 초과

IN2
(㈜골드윈코리아)

중국

NFJ91C01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검출
카드뮴 검출

은창팩토리

한국

QWF-BGC32B1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검출
니켈용출량 초과

㈜에프앤에프

거화아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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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타이어 1개
제조자명(수입자명)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 결과

삼화타이어

한국

A022M002-8801A

레이디얼
플라이
90시리즈

제조자명(수입자명)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 (유한산업)

중국

A101R022-9003A

668-1

충격흡수성 미달

웰빙코리아

한국

B521C002-2001

DRT-1

충격흡수성 미달

경도 기준 초과
신장률 기준 미달

◆ 승차용안전모 2개
조사 결과

◆ 스테인레스 수세미 12개
제조자명(수입자명)

제조국

모델명

조사 결과

신한물산

중국

스텐레스 수세미

Cr 함량 미달

아릭스(다나무역㈜)

이탈리아

철 수세미

Cr 함량 미달

㈜다이소 아성산업

중국

스텐레스수세미
미니사이즈 12개입

Cr 함량 미달

한국쓰리엠 주식회사

중국

MSBL-SPONGE

Cr 함량 미달

㈜협동 엔터프라이즈

중국

철 수세미 4P(SA-954)

Cr 함량 미달

티제이

중국

스텐수세미(3P)

Cr 함량 미달

일성무역

중국

깔끄미 철 수세미

Cr 함량 미달

한일맨파워

중국

스텐레스 수세미3P/SET(II)

Cr 함량 미달

가예유통㈜

중국

생활잡화

Cr 함량 미달

가예유통㈜

중국

철 수세미

Cr 함량 미달

(판매원 : 신림상역)

중국

철 수세미 3매

Cr 함량 미달

덕두상사

중국

DS새하얀

Cr 함량 미달

제조자명(수입자명)

제조국

모델명

조사 결과

서도산업㈜

중국

UBS207F(무지개)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표시사항누락

서도산업㈜

중국

UES214A(해피)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표시사항누락

진경산업㈜(진경산업㈜)

중국

MCU-1022

구조안전성 불합격, 우산산 구부러짐

주식회사 유니클로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

중국

(바코드번호 :
2000026364900)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표시사항누락

㈜현대G&P(롯데쇼핑㈜롯데마트)

중국

베이직 3단우산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시즌

중국

TE-UMB-55-1101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서울트레이딩

중국

토마스와 퍼시 40장우산
(T12-UM01)

영천실업(영천실업)

중국

CA12-01 2단무지

발수도 기준미달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원단의 이음불량

㈜시로코리아

중국

ab_55 3단기획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성창FnG

베트남

기라로쉬 3단 무지
[VS302G]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훼미리

중국

AP12280119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 우산 및 양산 23개

발수도 기준미달
내수도 기준미달
표시사항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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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마로

중국

RS3M-203-PK

발수도 기준미달,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표시사항 누락

GM마케팅

중국

GSM-101-PK

발수도 기준미달,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표시사항 누락

㈜길마로

중국

RU60-210-PK

발수도 기준미달, 표시사항 누락

H.D.UMBRELLA

중국

우산(랜드스케이프)

발수도 기준미달, 표시사항 누락

영인상사

중국

CP-013F

레인하우스

중국

RH333

발수도 기준미달,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레인하우스

중국

RH303(S)

발수도 기준미달,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나이젠

중국

8000 자동2단 우산(초등 남)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발수도 기준미달, 구조안전성 불합격

진호INT’L

중국

리락쿠마 3단우산

발수도 기준미달
구조안전성 불합격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원단의 이음 불량

조이어스

중국

롤리팝8k완전자동3단우산
(SP)

발수도 기준미달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합동

중국

3단우산

발수도 기준미달, 내수도 기준미달
구조안전성 불합격,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원단의 이음 불량

0012.3

내수도 기준미달
손잡이와 캡의 조립풀림
원단의 이음 불량
자외선 차단율 미달

승림양산

한국

◆ 전기머리인두 1개
제조자명(수입자명)
㈜원업시스템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한국

SD07225-11001

CS-SS002

제조국

인증번호

모델명

조사결과
절연내력 파괴
내부 부품 미적용
-부품 누락 : 절연테이프

◆ 모발말개 2개
제조자명(수입자명)

조사결과
충전부감전보호 부적합

㈜유미전자

한국

HH07192-3016A

PN-916

- 컬링롤러 접속 핀 구멍 테스트핀 접촉
구조변경 및 내부 부품 변경·누락
- 변경 : 퓨즈
- 누락 : 온도과승방지장치

충전부감전보호 부적합
㈜예스뷰티

10

한국

HD0706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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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9150

- 모발말개 커넥터 테스트핀 접촉
구조변경 및 내부 부품 변경
- 변경 : 스위치

헬스케어분야 범정부 표준협력체계 구축
10월 중 구성, 국가 R&D와 표준화 정책 연계해 시너지 효과 기대
지경부, 복지부 등 Health ICT(헬스케어) 관
련 6개 부처가 국가차원의 표준화 대응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Health ICT
분야 관계부처 표준협력 협의회’를 10월 중 구
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와 U-Health에
대한 R&D 및 시범사업을 부처별로 별도 추진
해 왔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처 간 사업 연계
와 통합적인 표준화관리가 시급했다. 이미 선
진국에서는 Health ICT분야 국가 R&D 및 표준
화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운영해 시너
지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제표준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EU 등 선

기술표준원 측은 ‘Health ICT분야 관계부처

한편 Health ICT 관련 산학연 관계자간의 정

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중요 육성정책

표준협력 협의회’ 운영을 통해 범부처 공동 표

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산업적 기반을

준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9월 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R&D와 표준과의 통합적

각 부처별 표준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국

서 ‘Health ICT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 내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 크다
비용 56%, 기간 48% 감소 … 전 부처로 확대 예정
인증체계 효율화와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

산업기술시험원 분석결과 수수료 절감 효

증간 84개 중복시험품목에 대한 상호인정을

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 유사시험

과를 얻게 될 인증업체는 약 1,779개로 조사됐

올해 6월말에 완료했다. 그리고 올해 말 완료

상호인정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으며, 전체적으로 약 203억원의 비용절감 효

예정이었던 2단계 지경부 내 인증제도와 KS

으로 나타났다.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간 중복시험품목(가스레인지 등 50개

기술표준원 측은 지경부 내 인증제도 간 중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인증체

복시험 상호인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계의 효율화 및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를 위

3단계인 전 부처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상

결과,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은 평균 239만원에

해 관련부처 인증제도간 유사시험항목에 대

호인정은 오는 2013년부터 추진 예정이다. 이

서 106만원으로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3단계에 걸쳐 추

를 위해 지난 9월 13일 법정인증제도를 운영

다고 밝혔다. 또한 소요기간은 평균 48일에서

진해 왔다.

하는 16개 부처 및 지자체 실무자 90여명이

25일로 약 48% 경감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1단계인 기술표준원 내 KC인증과 KS인

품목)에 대해서도 8월말로 앞당겨 완료했다.

인증제도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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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의류패션 융합기술, 한국이 주도
유비쿼터스 의류패션시대 표준화 선점 기대
라지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맞춤형 패
션 서비스를 제공해 반품하는 번거로움을 해
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섬유패션산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 중심형 맞춤 의류
패션 시장의 급성장 등 유비쿼터스 의류패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기표원에서는 의
류치수체계의 국제표준화, 3차원 가상디지털
의류패션 및 가상 인체 형상 정보에 대한 표
준화를 발빠르게 추진했다.
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 IT의류패션기술 12
건을 신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했다. 지난 9

지털 의류패션기술분야(의복패턴, 일반의류,
의복모델, 장갑모델 등) 등을 제안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IT기술
과 의류패션을 융합한 경쟁력 있는 국내기술

월 1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패션의류

기표원 측은 이 기술은 온라인상에서 3D

력을 국제표준화해 의류패션산업의 세계시장

분야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기표원은

인체치수에 의한 맞춤패션, 선주문·후생산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가상 디지털 인체형상기술과 온라인상의 디

을 가능하게 해 재고가 줄어들고 납기일이 빨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예초기 사용자 안전수칙 준수 권고
예초기 관련 안전기준 개정 예정, 사고 큰 폭으로 줄 듯
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동력예초기 제품에

중에서 유통되는 예초기의 대부분은 안전커버

만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보완해 안전커

대해 소비자의 안전 사용수칙 준수를 강력히

가 장착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파편 및 절단,

버 장착을 의무화하고, 안전판에 대해서도 별

권고 했다. 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베임의 상해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안전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

한편 안전커버 외에 예초기 날 밑면에 안전

기표원 관계자는 “안전커버 및 안전판에 대

판을 장착하면 파편발생이 크게 감소되는 것

한 안전기준 도입으로 예초기 안전사고가 큰

현재 휴대용 동력예초기는 분묘벌초, 논두렁

으로 파악됐다. 안전판을 장착할 경우 파편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예초기 사용

제초 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20만대 이상이

발생이 50% 이상 감소되며, 신체의 절단 및

자는 안전한 예초작업을 위해 안면보호구, 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베임 등 사고 발생시에도 상처의 크기, 깊이

호안경, 무릅보호대, 긴팔과 긴 바지, 작업신

133건의 예초기 안전사고가 발생해 기표원에

등이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

획임을 밝혔다.

서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시

12

이에 기표원은 현행 예초기의 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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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부했다.

10월의 행사 캘린더
일 자

장 소

내 용

담당부서

10.1~5

루마니아

제47차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회의

계량측정제도과

10.1~6

노르웨이(오슬로)

제76차 IEC 총회

국제표준협력과

10.8

서울

2012 제2회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

기술표준총괄과

10.9~11

일산

1. IEEE 3D WG(의료) 3차회의 및
3D WG(휴먼팩터) 6차회의(40명)
2. 글로벌 3D 기술포럼 - 표준화 특별세션(50명)

신산업표준과

10.10

일산

융복합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 포럼(100명)

신산업표준과

10.11

서울

2012 표준학회 추계 학술대회(표준관련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

기술표준총괄과

10.12

서울(COEX)

‘2012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표준관계자, 기업, 학생 등 600여명)

기술표준총괄과

10.15~19

제주(샤인빌)

ISO/TC 17(철강) 총회

주력산업표준과

10.15~24

서울

ISO/TC 184/SC 2/WGs(로봇 및 로봇장치) 회의

주력산업표준과

10.18~24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ILAC/IAF 합동총회 참석(총회, 합동총회)

적합성평가과

10.22~26

제주

IEC/TC 47(반도체) 총회, 70여명

신산업표준과

10.22~26

제주

호흡보호장비(ISO/TC 94/SC 15)총회

에너지환경표준과

10.26

서울

제42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유관기관 등 400여명)

계량측정제도과

10.30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우수기업(품질우수기업 등 60여개 기업, 200여명)

안전품질정책과

10월 기술표준원 인사동정
전민영 과장 제품안전정책과

김석무 사무관 제품안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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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窓

글_ 김종경 스마트물류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파렛트 표준전쟁
파렛트는 현재 기업 물류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순히 1회용 깔판 혹은 물건을 나르는 도구가 아니라 국제 물류의
핵심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파렛트 표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쟁도 치열하다. 파렛트 표준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

2011

년 3월 11일, 일본의 쓰나미 발생 이후 수개월에 걸쳐 미국 남서부
해안에는 해류에 쓸려온 잔해들이 발견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19-4(소금, 회수용)’라고 표시되어 있는 플라스틱 파렛트였고 아래에는
‘일본소금서비스’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아쉽게도 ‘회수’하기는 어렵지만 파렛트가 그
만큼 글로벌화 되어 있다는 반증이 되겠다. 미국에서만 2억 개가 넘는 파렛트가 유통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개의 파렛트가 돌아다니고 있다. 매년 5억 개의 파
렛트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약 20억 개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90%는
목재 파렛트이다. 미국 기업의 80%가 파렛트를 쓰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목재
의 약 12%가 파렛트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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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의 역사
파렛트는 192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투자나 산업적 관심은 미미했었다. 파렛트가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37년 가스 압축을 이용한 지게차의 개발이었고 두 번
째는 2차 세계대전이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
들면서 파렛트 단위의 수송물자 이동이 필수적이었고 지
게차 등 관련기술의 발전 없이는 전 세계로의 물자수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파렛트는 당시만 해도 13,000상자의
캔을 화물 적재함에 싣는데 3일이 걸리던 것을 단지 4시
간 만에 실을 수 있는 토픽감인 발명품이었다. 미국 버지
니아 텍 명예교수인 Mark White는 파렛트가 세계를 움
직인다(Pallets move the world)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2
차 세계대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긍이 간다.

▲ 지게차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파렛트의 본격적인 사용도 어려웠을
것이다

최초의 지게차는 1887년 수동식으로 몇 인치 정도 들
어 올릴 수 있는 것이 한계였다. 이후 1909년에 철제로

복잡해지자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파렛트의 표준문제

만든 지게차가 소개됐다. 몇 십 센티미터까지 들어 올

가 발생했다. 형상과 특징이 다른 군수물자에 따라 다

릴 수 있는 지게차는 1919년이 되어서야 가능했고 이후

양한 형태의 일관수송적재(Unit load)용 파렛트가 설계

모터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기술도 개발됐다. 비교적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생산자는 자사 공장 창고 치수

현대적인 지게차는 1926년경 소개됐다. 1940년대 2차

에 맞게 파렛트 치수를 설계했고 어떤 이들은 제품에

세계대전과 함께 지게차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파렛

맞게 설계하여 공급했다.

트의 본격적인 사용도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 물자수송연구소(Materials Handling Laboratory)

미국 특유의 40×48인치 파렛트 사이즈는 1930년부

에서는 한 파렛트에 가능한 가장 많은 물자가 적재될

터 정착됐다. 초기 파렛트는 쌍방향에서만 지게차가 진

수 있도록 연구했는데 공급물자를 공급하는 개별공장

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는 사방(Four-

들이 사용하는 파렛트 치수가 각각 달라 서로 교환하기

way)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됐다. ‘파렛트 오버

도 어려웠고 공급망 상에 물류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

행’(Overhang-적재물이 파렛트 밖으로 튀어 나오는

황이 발생했다.

것)이나 ‘파렛트 갭(Gap-파렛트 상판 간의 간격이 너

수많은 파렛트 치수와 규격이 양산됨에도 다시 사용

무 벌어지는 것)’ 등의 문제도 ‘파렛트 과학’의 일부이다.

하지 못하고 각 제품에 맞는 파렛트를 또 개발해야 하

파렛트는 보통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2단 이상

는 상황이 계속되자 급식용 트레이와 같이 표준화되어

적재할 수 있다.

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게 됐다. 이에 개발한 초기 표
준은 48×48인치였다. 이것은 기존의 열차 카고 표준인

파렛트 표준

치수에 잘 맞았다.

그럼 ‘왜 처음부터 1종의 파렛트 표준을 사용하지 않

그러나 이 치수도 일부 파렛트화가 가능한 제품들에

고 ISO에서도 6종의 파렛트 표준이 존재하는지?’ 에 대

는 맞지 않았다. 이에 미군의 경우 32×40인치 파렛트

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도 표준으로 도입했고(지금도 사용) 대형 제품에 대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공급망이 글로벌하게 되고

서는 42×68인치 치수의 파렛트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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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쟁 시작
2차 세계대전 이후 파렛트가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는
도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바
로 파렛트 표준화 전쟁이다.
국제적으로 파렛트 표준화를 가장 먼저 선점한 지역
은 유럽이다. 유럽의 파렛트는 유럽철도규격이 형성된
1960년대부터 유럽 전반에 걸쳐 표준치수를 개발해 오
히려 미국보다 출발이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렛
트 규격의 표준화는 2차 대전 후 유럽 주도로 ISO가 운
영됨에 따라 1200×800mm, 1200×1000mm,
800×1000mm 등의 3가지로 시작됐다. 또한 자신들의

▲미
 국은 전통적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48×40인치(1219×1016mm) 크기의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전체 물동량의 30%를 차지한다

철도규격에 맞는 1200×800mm을 국제표준 파렛트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ISO규격이

덜란드의 1200×1000mm, 미국의 1219×1016mm

해상용 컨테이너의 적재함 내부치수 규격과 맞지 않기

(48×40인치), 일본과 호주는 1100×1100mm와 1165×

때문에 ISO 6780(국제표준 파렛트규격)을 개정해야 한

1165mm 규격의 변종규격이라 할 수 있는 1140×1140mm

다고 주장하면서 각국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 이

에 -40의 공차를 허용하는 규격 4종을 표준으로 제정했다.

에 단일 규격 재정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1995년 미국에서 개최된 TC51회의에서 유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1219×1016mm

럽 국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의 주도로

(48×40)인치 크기의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WG6(Working Group 6: 표준파렛트 실무분과위원회)

현재 전체 물동량의 30%를 차지한다. 유럽은 독일과

설치를 합의했다. 1996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WG6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1200×1000mm, 한국과 일본은

회의에서 1067×1067mm와 1100×1100mm를 추가하여

1100×1100mm 파렛트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정사각형 3종류, 직사각형 3종류 등 모두 6종류의 표준 파렛

이에 따라 ISO는 1988년,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
여 유럽 표준규격인 1200×800mm(R198), 독일과 네

트 규격이 탄생했다.
이 중 호주의 표준파렛트 규격이 1067×1067mm

<표 1> ISO 표준파렛트 치수 및 각 지역의 사용비중
치수, mm (W×L)

치수, in (W×L)

ISO 40ft 적재시 남는 공간 (%)

주요사용지역

1219 × 1016

48.00 × 40.00

11.7% (파렛트 20개 적재)

북미

1000 × 1200

39.37 × 47.24

6.7%

유럽, 아시아 48×40”와 비슷

1165 × 1165

45.87 × 45.87

8.1%

호주

1067 × 1067

42.00 × 42.00

11.5%

북미, 유럽, 호주

1100 × 1100

43.30 × 43.30

14%

아시아

800 × 1200

31.50 × 47.24

15.2%

유럽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Pallet
ISO 6780:2003 - Flat pallets for intercontinental materials handling - Principal dimensions and tole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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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45.87인치)가 된 것은 매우 특이하다. 그 이유
는 이 규격이 호주 열차의 화물칸에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규격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미 정해
진 반면 ISO 표준규격은 그 이후인 1950년에야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호주 파렛트의 역사는 특이하다. 호주의 대표적인 파
렛트 렌탈회사 CHEP는 목재 및 플라스틱제 파렛트,
IBC(Intermediate Bulk Container) 등을 대여하고 관
리하는 업체이다. CHEP은 1958년 2차 세계대전 후 미
군이 철수하면서 호주에 남겨둔 6만 여개의 파렛트와

▲대
 륙 간 장거리 운송시 컨테이너에 실리는 화물의 적재효율이 우선되기
때문에 무조건 파렛트 사용을 강요할 수도 없다

지게차로 시작해 지금은 거대한 파렛트 렌탈회사로 성
장했다. CHEP은 현재 미국 파렛트 렌탈시장의 80% 이
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 세계 45개국에 7700명 이상의

파렛트 기술과 표준의 변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보유 파렛트만 3억 개가 넘는다고

물론 대륙 간 장거리 운송 시 컨테이너에 실리는 화물

자사 제품에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의 적재효율이 우선되기 때문에 무조건 파렛트 사용을

파렛트에 대한 국제규격이 6종으로 표준화된 것은 앞

강요할 수도 없다. 해상용 컨테이너에 파렛트가 차지하

서 언급했듯이 각국의 철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맞지

는 공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들

않아서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해 앞으로 더 이상

어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파렛트를 사용하지 않고 들어

종수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와서 미국 자체규격인 파렛트에 옮겨 싣고 있다. 이 작

한편 파렛트의 표준을 개발하고 규정하는 ISO 기술

업이 보통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소요된다. 반면 파렛트

위원회(Technical Committee)는 51(Pallets for unit

에 실려 있어 지게차로 작업이 가능한 화물은 40피트

load method of materials handling)이다. TC51은 평

해상용 컨테이너에 적재된 제품을 하역하는데, 단 30분

파렛트(ISO 6780: Flat pallets for inter

이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파렛트의 형태가 개

continental materials handling—Principal dimen-

발되거나 포장규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sions and tolerances) 표준을 비롯해 16개의 파렛트

이러한 비효율적인 하역방법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규격 및 시험방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파렛트에 바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이케아(IKEA)라는 기업에

(Wheeled pallet, Dolly)를 달거나 파렛트 위에 나무나

서는 OptiLedge라는 새로운 디자인의 파렛트를 디

철제상자(Boxed pallet)를 고정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자인했다. 이 기업은 기존 864개의 머그잔을 적재하

파렛트 표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던 것을 2,204개의 머그잔을 적재하도록 해서 60%
의 운반 비용을 줄였다. 이것이 ‘파렛트 공간효율화’
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 파렛트를 운반 시에도 Opti
Ledge는 기존 파렛트에 비해 23배나 적은 공간을 차지
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에만 5
십만 개가 넘는 새 철제 보관용 랙(rack)이 필요하다. 그
러나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이 역시

▲ CHEP 파렛트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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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lly 시스템 및 Box Pallet의 대표적인 형태

▲ Dolly pallets

▲ Box pallet

한편, 아마존 효과(Amazon effect)라고 불리는 인터

이에 ISO 한국대표단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1200×

넷으로 인한 물류변화는 파렛트 산업 성장에 큰 영향을

1000mm와 한국표준파렛트인 1100×1100mm 파렛

주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작

트 모두에 적합한 포장모듈치수인 600×500mm(하위

은 상자나 단품단위로 주문하기 때문에 소형트럭을 이

치수: 500×300mm)를 제안했고, 현재 최종단계에 와

용하는 택배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덩치가

있다(ISO/FDIS 3394: Packaging - Complete, filled

큰 파렛트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 대

transport packages and unit loads - Dimensions of

형 마트 등 최근의 리테일 업체들은 더 이상 대형 파렛

rigid rectangular packages, ISO 3676: Packaging -

트를 선호하지 않는다. 점차 소비자성향이 다양화되어

Unit load sizes - Dimensions).

한 개의 파렛트에 한 가지 제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
라 여러 제품이 섞여 들어오는 혼적형태가 많아짐에 따
라 소형 파렛트와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파렛트에 바퀴가 달려있는 돌리
(Dolly) 시스템이다. 돌리 시스템은 Dolly pallets로
ISO TC51에서 Dolly pallets로 최근 한국에 의해 새
로운 표준아이템으로 제안됐다. 또 파렛트에 상자형
태의 철망이나 플라스틱 구조물을 올린 박스 파렛트
(Box pallet)도 한국에 의해 TC51에 제안됐다. 이 때

한편, 파렛트 산업이 커짐에 따라 특히 가격이 비싼
플라스틱 파렛트를 훔쳐 되팔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
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11년 12월 21일 미국 LA
경찰에서 25만 달러 규모의 파렛트를 전문적으로 훔쳐
왔던 파렛트 도둑을 잡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파렛트뿐
만 아니라 값비싼 플라스틱 수송용기 도둑들이 증가해
LA지역에서만 5백만 달러 이상 도난되고, 이는 플라스
틱 원료로 재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목재 파렛트
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집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에 포장규격의 표준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
다. 이 역시 유럽국가들의 주도로 자신들의 1200×

이러한 파렛트의 도난방지뿐만 아니라 물류의 효

1000mm 파렛트 규격에 적합한 600×400mm인 표준

율적인 사용을 위해 파렛트와 IT산업과의 접목은 피

포장 모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표준은 미국 표준파

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Intelligent

렛트 규격에도 잘 맞지 않고 한국과는 전혀 맞지 않다.

Global Pooling Systems(iGPS Co.)이다. 이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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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파렛트 내부에 2달러 내외의 비용이 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칩을 부착하
여 도난방지는 물론 공급망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RFID와 공급망관리와 관련된 표준개발은 TC
122(Packaging)의 WG10에서 최근 활발한 활동을 벌
이고 있으며 아래 5종이 최종단계에 와 있다.

△ ISO/FDIS 17363 :
Supply chain applications of RFID
- Freight containers
△ ISO/FDIS 17364 :
Supply chain applications of RFID
- Returnable transport items (RTIs) and
returnable packaging items (RPIs)
△ ISO/FDIS 17365 :
Supply chain applications of RFID
- Transport units
△ ISO/FDIS 17366 :
Supply chain applications of RFID
- Product packaging

▲물
 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파렛트와 IT산업과의 접목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ISO/FDIS 17367 :
Supply chain applications of RFID
- Product tagging

파렛트는 과거 1회용 깔판 정도로 생각됐지만 지금은
기업물류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현
대물류시스템에 맞도록 크기와 형태가 변화되고 IT기
술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형태의 파렛트와 운용기기, 시
스템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표준도 치수,
재질과 시험방법은 물론 관련된 시스템과 S/W에 이르
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파렛트의 표준치수와 이에 적합한 포장치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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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파렛트가 세
계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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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포커스

2012 세계 표준의 날 - ‘Less Waste, Better Result’

표준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올해 세계 표준의 날 주제는 ‘Less Waste, Better Result ; 낭비는 적게, 성과는 크게-표준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이다. 표준으로
기업과 국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10월 12일, 표준의 날 행사를 열어 이번
메시지를 알릴 예정이다. 표준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이다. <편집자>

세계 표준의 날 행사가 ‘낭비는 적게, 성과는 크게 - 표준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개최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
제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1970년부터 매년 10월 14일을 세계 표준의 날로 지정해 이
를 기념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64개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은 매년
각 국별로 자율적으로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표준으로 인한 효과 강조한 메시지
특히 표준의 날은 매년 주제를 정해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낭비는 적게, 성과는 크게 - 표준은 효율성을 향
상시킨다(Less waste, better results – Standards increase efficiency)’로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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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가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이다.
최근 기업들은 폐기물 배출은 줄이면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과제로 폐기물 배출
과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해야 한다.
표준이 기업들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국제표준
화 관련 기구들은 강조하고 있다. 국제표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잠재력을 자본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나 마찬가지다. 또한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한 예로 국제표준은 공통 시방서를 제공해 각 제조사들의 제품, 서비
스, 기술이 퍼즐의 조각처럼 일치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촉진하고 상호운용과 호환성을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와
조직, 규제기관, 연구자들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여 다른 중요한 일
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은 기업들이 최소비용으로 제
품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표준은 낭비

▲올
 해 주제는 ‘낭비는 적게, 성과는 크게 - 표준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이다

는 적게 하고 성과는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기관은 국제표준을 통
해 적합성을 제시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친화적인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10월 12일, 표준의 날 메시지 알린다
올해 표준의 날은 이러한 표준에 효과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월
12일 표준의 날을 개최해 이러한 메시지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표준화를 통
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들의 포상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지식경제부위원장, 지식경제부 장·차
관을 비롯해 수상자 및 가족, 동료 등 4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식전행사와 본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식전행사는 기술표준원 홍보
동영상 상영과 표준화 성공사례 및 경진대회 사례 발표 등이 열린다.
본 행사에서는 표준의 날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정부포상 수여와 표준의 날 주제 퍼포먼스가 열린다. 또
한 개그콘서트 출연팀이 애정남을 패러디해 표준을 정하는
남자라는 주제로 공연이 열린다. 장관표창 수여식에는
표준의 날 유공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올림피아드 수상
자와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 수상자도 함께 수상하게
된다. 부대행사로는 국제표준화 성과와 산업표준의 역사
가 전시된다.
▲올
 해 표준의 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여해 유공자들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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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D를 가다
글_ 이천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현황과 발전방향

글로벌 선진 표준화기관으로 도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심윤수)은 첨단화된 설비, 전문 인력, 40여년간의 축적된 시험·인증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계, 전기·전자 및 계량·측정 분야’의 표준화 활동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편집자>

한

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2009년 2월, 26개 전문위원회
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받았다. KTC는 정부에서 민

관으로 이관한 KS 16,978종의 약 8%에 해당하는 1,354종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내 표준 전문인력이 참여해 ‘노트북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직류전
원장치 표준화’ 등 43개 표준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다.
KS 표준(안)은 제정 63종, 개정 210종 등을 작성했으며, 현재 200여종의 개정(안)
작성을 진행 중이다. 기계, 전기·전자 및 계량·계측 분야를 주력분야로 현재 24개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간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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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장애시험 설비

가정용 전기기 및 정보기기 분야, 국제표준 제안 활발
KTC의 주력분야 중 가정용 전기기 및 정보기기 분야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경
쟁력을 가진 사업 분야 중 하나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약진
하는 사업군으로 산업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규제
및 장벽이 형성되어 있는 안전 분야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시험·인증에 직접 사용
되고 있다.
KTC는 해외 선진기관과 비교해 미흡한 국제표준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지
원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성분야와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을 통해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국제표준으로 제안 하고 있다.
KTC가 이번에 제안한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Ondol-type Electric Beds with a non flexible
heated part’와 ‘DC Power Supply for Potable Personal Computer’는 우리나라의
고유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표준이다.

계량·계측분야,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증 위한 표준 제공
계량·계측분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계량을 포함하여 우리 소비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어느 정도 강제를 요구하는 분야이다.
국가 간 무역이 활성화돼 제품성능평가를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측정방법과 절차
가 필요하게 됐다.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및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알맞은 스마트미
터 개발 역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C는 법정계량기 검정 및 형식기관으로서 국제표준(OIML)에 의한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증을 위해 표준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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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좌)와 전동기(우)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표준화 활동 목표는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계량기의 정확도 수준을 높여
국가 경제활동의 투명성 및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초과학기술과 첨단 IT기
술이 융합된 스마트미터 같은 제품에 대한 새로운 성능 및 시험 표준을 개발하는 것
이다.

기계요소 및 관련 재료분야, 국가표준 발전 목표
기계요소 및 관련 재료 분야는 자동차, 전자, 건설, 기계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기초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최종 완제품의 안전과 품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기초산업이다. 그러나 수요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주문생산 체제로 인해 산업
입지가 취약하다. 따라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표준화
활동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관련 제품의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 및 평가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준화 활동은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표준화 전문인
력을 통해서 추진 가능하다. KTC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역량향상을 위해 표준화
추진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훈련과 국제 표준화회의 등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ISO, IEC 등 국제표준에 비해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한 단체표준
(ASTM, ASME, IEEE 등)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KTC는 국제 단체표준화 활
동을 활발히 추진해 ASTM에 15개의 표준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직의 전
문성과 단체표준화 활동을 위해 민간표준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표준화 및 시험·인증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5개국 30개 기
관과 국제표준화 활동 및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통한 업무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향후 주요 기관과 국제표준화 활동 및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협약을 30개국 40개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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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임무를 위해 내부적으로 표준화 전문 인력과 기술위
원회 등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표준개발 주체 간의 협력체제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 최고의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도약해 해외 선진
표준화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한다.

<표> COSD 지정분야 현황(총 표준수 : 1,354 종)
지정고시 및 고시일자

제2009-003호
(’09.02.27)

제2009-006호
(’09.02.27)

제 2010-002호
(’10.07.21)

제 2010-002호
(’10.07.21)

제 2011-187호
(’11.05.02)

전문위원회

종수

공업용 전기가열장치(IEC/TC27)

24

계측 제어 및 시험소 기기의 안전성(IEC/TC66)

10

광반사 안전성 및 레이저 장치(IEC/TC76)

15

전자기량 측정기기(IEC/TC85)

23

산업용송풍기(ISO/TC117)

12

법정계량전문위원회

169

풀리 및 벨트(ISO/TC41)

17

나사(ISO/TC1)

76

파스너(ISO/TC2)

185

구름베어링(ISO/TC4)

59

금속플랜지 및 그 접합(ISO/TC5/SC10)

67

기계의 축 및 부속품(ISO/TC14)

6

기어(ISO/TC60)

41

동력전달용 및 컨베이어의 체인 및 체인힐(ISO/TC100)

16

강제원형 링크체인, 체인 슬링부품 및 부속품(ISO/TC111)

7

펌프(ISO/TC115)

30

평베어링(ISO/TC123)

44

밸브 및 밸브구동기(ISO/TC153)

68

스프링(ISO/TC227)

15

전기에너지 측정 및 부하제어용 장비(IEC/TC13)

37

회전기(IEC/TC2)

43

가정용 전기기기의 성능(IEC/TC59)

55

가정용 전기기기기의 안전성 (IEC/TC61)

135

오디오 비디오 정보 및 통신기술장비(IEC/TC108)

8

자전거(ISO/TC149)

45

오디오,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기기(IEC/TC10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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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글로벌 기업의 중요한 경영 수단, ‘국제표준’
본지는 ISO Focus+誌 9월호에 게재된 기아자동차 이형근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ISO Focus+誌
인터뷰에서 이형근 부회장은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있어 국제표준은 중요한 경영 수단”임을 강조했다. <편집자>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겸 CEO는 해외영업 기획마케팅 책임자의 경력을 지니
고 있다. 그는 현대자동차 시절, 상품기획실장, 마케팅 본부 상무를 거쳐 중국
Dongfung Yeeda 기아(중국 합작회사)의 부사장 및 유럽법인 법인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형근 부회장은 전세계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에서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기아자동차의 최고 판매 성장을 견인한 리더다. 특히, 기아
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딜러 역량 및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영력을 강화
하는 한편, 디자인 경영 및 품질 향상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
력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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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에 있어 국제표준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아울러
국제표준은 기아차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기아차와 같이 해외 수출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기업에 있어 국제표준은
가장 중요한 경영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우리의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에게 국제표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의 중요
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5개국 9개 공장에서 다양하게
생산되는 기아차 제품이 149개 시장에서 해당 국가 기준에 부합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아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또한 고객만족과 신뢰도에서 기아차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표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공에는 특별한 비법이나 비밀은 없다. 단지, 기아차의 슬로건인 <고객
기대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The Power to
Surprise)’>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면 현재 고객들이 그들
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추천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매출 성장
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기아차는 메이저 스포츠 행사
의 후원을 함에 있어 스폰서십과 창조적이며 감동을 주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켜 왔다고 자부한다.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아
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우리의 혁신과 창의성은 국
제표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디자인 중심의 제품 다양
성에 힘입어 성공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판매와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기아차의 스
타일과 품질에 맞추어 개선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표준을 개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ISO 품질경영시스템 표준(ISO 9001:2008과 ISO/TS 16949:2009)을 이행한 결과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ISO 9001:2008(품질경영시스템)은 기아차에 있어 품질경영시스템의 토대가 되었
다. ISO 시스템의 핵심 가치를 우리의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GQMS)에 접목시켰
으며, 이로써 우리는 품질관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ISO/TS 16949:2009 품질경영시스템, 즉 ISO 9001:2008 적용을 위한 자동차 제
조 및 관련 서비스 기관의 특별 요구사항은 협력업체와 더 나은 관계를 정립하기 위
한 중요 도구다. 기아차는 이를 몇 가지 개선해 품질, 비용 지불, 기술분야에서 5가
지 항목의 측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는 ISO/TS 16949의 핵심 요소를 체크시트를 이용하여 기술 및 공정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멘토 역할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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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
고 있으며 이는 기아차와 협력업체간 상호 이익
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표준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는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기회는 다
가올 수 십년의 성공을 결정짓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다.
기아차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환경프로그램(UNEP)과 MOU를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
UNEP와 같이 환경 파트너십 참여를 통해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 기아의 목표이기도 하다. MOU는 기아차의 이러한 지속적인
범세계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기아차는 ISO 14001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치를 얻고 있는가?
지난 2003년에 우리는 전사적으로 ‘ECO GES 2010’이라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발
표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외 제조공장 및 서비스부서에서 ISO
14001:2004(환경관리시스템-사용 및 인증을 위한 지침) 인증을 획득했다. 2012년
초부터는 관리구조를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 목표를 세우기 위해 IT 시스템 환
경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 기아차는 모든 사업장에서 환경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
적인 환경 관련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 표준인 ISO 50001과 같은 기타 관리시스템 표준 적용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지난 2000년부터 기아는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에 참여해 온
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동참해 왔다. 2006년에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공장 및
서비스 센터에 3단계 온실가스 검출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수준을 모니터하고 감소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제어를 위해 현재 ISO 50001:2001(에너지관리
시스템 - 사용지침) 인증을 준비 중이다. 우리의 한국 광주공장이 올해 말 처음으로
본 인증을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모든 공장이 ISO
50001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아차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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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평생 동반자’라는 기아차의 핵심 비전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2008년 신뢰를 주는 관리, 환경 관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
리에 초점을 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09년에는 사회적 책임
(CSR Charter) 헌장을 제정했고, 2년 후 ISO 26000:2010(사회적 책임 지침)을 기
반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CSR Index)를 도입했다. 더불어 최근 발표한
비전 2016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을 8개의 전략 목표에 포함시
켰다. 기아차의 사회적 책임 노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경영철학 및 비전의 일부이다.
국제사회의 글로벌 변화에 도전하는 ISO 26000이 기여한 바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아차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ISO 26000 지침에 근거
한 기아차의 사회적 책임 노력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
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ISO 26000은 다양한 그룹과 조직에게도 적용되어 사회 모든 분야에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확대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특정 그룹

“국제 표준은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리 도구
중 하나다

”

이나 지역만의 문제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환경
이라고 해도 적절한 변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ISO 26000
은 현재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원래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 기아차가 주력하고 있는 고급 세단인 쿠오리스(Quoris; K9)는 자동차의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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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류하나 기술규제서비스과 전문위원 + 자료 중국품질신문망

중국, 스마트 가전 국가표준 시행

스마트 가전제품의 구체적인
‘스마트’ 기준 마련
중국은 지난 9월, ‘스마트 가전제품의 스마트기술 통칙’을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내 가전제품의 ‘스마트’ 개념이
정립되어, 소비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가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편집자>

최

근 중국은 첫번째 스마트 가전분야 통일표준인 ‘스마트 가전제품의
스마트 기술 통칙(GB/T 28219-2011)’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가습기부터 TV,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의 가전제품을 ‘스마트’ 제품으로 광고하는 등 ‘스마트’라는 표현을 남용하고
있다.
▲ 중국은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의 ‘지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스마트 가전’ 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높아 매장 내 판매사원
들은 가전제품이 스마트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

라 많은 소비자들이 넘쳐나는 스마트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많은 혼란과 어려
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스마트 가전제품의 스마트 기술 통칙’으로 스마
트 가전제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져 중국 내 소비자들은 손쉽게 ‘스마트 가전제품’ 선
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된 ‘통칙’에 따르면 스마트 가전이란 1종 이상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고, 1종 이
상의 스마트 특징을 지닌 가정용 혹은 유사 가정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통칙은 가전제
품의 스마트 정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전제품의 ‘지능’을 최저 5
등급에서 최고 1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했다. 시험을 통과한 스마트 가전제품에는 에
너지효율 마크와 유사한 스마트 등급 마크가 부착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스마트 등급
마크를 근거로 스마트 가전이 얼마나 ‘똑똑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칙’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 가전업계의 질서가 확립되고 기업들
이 진정한 스마트 가전을 생산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스마트 개념의 남용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스마트 가전을 선택하는데 있어 스마
트 등급 마크는 매우 간편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 가전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관련하여 현재 스마트 가전이
정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측의 명확한 설명은 없다. 하지만 업계
와 협회에서는 정부기관에 이러한 건의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
는 “스마트 가전제품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는 업계,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 중국 가전제품의 스마트 기준이
마련됐다. 사진은 하이얼사의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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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지만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전시장에게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며 시장은 새로운 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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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백송이 전문위원 + 자료 ASTM 웹사이트

ASTM 플라스틱위원회

친환경 분해 플라스틱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분해 표준 개발 착수
ASTM 플라스틱위원회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산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ASTM D20(미국재료시험학회 플라스틱)위원회는 현재 새
로운 표준인 ‘ASTM WK35342’,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분해 시방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 표준
은 ASTM D20.96(친환경적 분해 플라스틱과 생물학적 제품)
산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ASTM D20.96위원회 멤버인 로버트 화이트하우스(Robert
Whitehouse)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분해에 대한
표준 개발은 경제·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표준은 합성수지 생산자, 포장 컨버터, 소매업자, 브
랜드업자 및 소비자 등과 같은 잠재적인 사용자의 여러 유형
을 포함하고 있다. 화이트하우스는 “가정 내 쓰레기의 친환경
적 분해는 도로변의 쓰레기 더미를 줄이고 시 당국의 매립지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해 준다” 며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으
로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기 때
문에 생활쓰레기의 분해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비친환경적인 제품과 친환경적인 제품
을 구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당 브랜드에서 포장지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이

▲ ASTM은 친환경 분해 플라스틱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분해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

트하우스 박사는 합성수지 생산자, 포장 컨버터, 소매업자, 브랜
드 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잠재 고객이 이 제안 표준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식품 포장
생산자와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주정부 및 시 정부도 WK35342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ASTM D20.96 산하 위원회는 포장 컨버터, 소매업자, 브랜드 업체, 생활쓰레기
처리기 개발 업체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WK35242 표준 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2 October

31

STANDARDS OUTLOOK 해외 기술표준동향
글_ 허정욱 계량측정제도과 전문위원 + 자료 EGDMS 웹사이트

EGDMS 프로젝트

유럽, 시각장애자를 위한
안내견 훈련에 대한 표준 개발
유럽에서는 안내견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표준은 안내견을
양성하는 강사들의 교육 훈련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편집자>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안내견을 소유
한 시각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더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더욱 행복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안내견을 소유한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았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유럽에서는 안내견 강사에 대한 낮은 보수 및
안내견 트레이닝에 따른 투자 등을 이유로 안내견
공급이 수월 하지 않다. 이 때문에 안내견을 훈련
▲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에 자유로움을 넓혀주는 안내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

시키는 강사들의 유지가 어렵고 그 수가 부족한 실
정이다. 그래서인지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을 활
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부정해 왔다.

자금 제한에 따른 일관되지 않은 교육 서비스 기준은 종종 안내견들의 부적절한 교
육 즉 형편없는 훈련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안내견을 양성하기 위한 강
사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럽에서는 이와 관련한
EGDMS(European Guide Dog Mobility Standards)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EGDMS 프로젝트 접근방법
이 프로젝트는 복지를 위한 강사의 고품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내견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들의 독립적인 이동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누가 EGDMS 프로젝트에 관여하는가?
이 프로그램에는 75년 이상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영국 안내견 협회(Guide
Dogs UK), 유럽 안내견 연합(EGDF), 유럽지역의 안내견 홍보에 관여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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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그룹, Guide Dog UK가 사용하는 코스 개발을 도운 링컨 대학(Lincoln
University)과 동물 행동 심리학의 상당한 전문가들,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 및
벨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에 있는 5곳의 유럽 안내견 학교가 파트너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유럽 전역에 걸쳐 안내견의 이동성을 증진에 관
련된 이해 당사자 그룹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GDMS 프로젝트가 하는 일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안내견 강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이 어떻게 효
과적으로 적용되어 파트너 국가에 적합한 안내견을 전달하는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지역 및 유럽 수의사(VET)시스템과 자격 프레임 워크를 준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력 채용과 보유를 촉진하고, 자금 제공자의 서비스 프로필을 증가
시키며 시각 장애인에게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의 안내견 강사를 육성하는
일을 한다. 이 같은 트레이닝은 치료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등 다른 보조견 트레
이닝에 확대·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통합한 이 프로젝트는 영국에서 운영하는 유
럽지역의 강사를 양성하고 안내견을 수용하는 일반 표준 규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학교에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재화와 용역)에 접근
할 수 있는 관련 평등 지침의 일환으로써 유럽지역의 보조견의 정의에 대한 다른
업무를 돕고 시각장애인들의 취업, 여행 및 여가(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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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왕지영 문화서비스표준과 전문위원 + 자료 CEN-CENELEC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유럽 표준

올림픽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유럽 표준
CEN과 CENELEC가 개발한 유럽 표준을 통해 올림픽이 환경과 사회를 껴안을 수 있는 진정한 인류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편집자>

지난 여름, 세계의 관심이 올림픽 경기를 개최
하는 영국으로 집중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개최지와 시설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선
수들과 관중들의 안전 또한 보장할 필요성을 실
감하는 동시에 환경까지 배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유럽 표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해결책
▲ 런던올림픽 스타디움(사진출처.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

을 제공하고 있다.

대형 스포츠 행사는 그들이 제공하는 경기와 즐거움으로만 품질이 평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수와 관중들의 안전, 개최지의 접근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의 측
면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들은 시설과 절차 그리고 서비스 제
공에 있어 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게 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고안되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CENELEC)가
개발한 유럽 표준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표준의 역할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표준의 기본 원칙들 중 하나이다.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가 개발한 유럽 표준은 경기장, 체육관, 경주용
트랙 및 수영장의 안전 요건들을 규정하며 진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선수들의 안
전은 스포츠 장비와 개인용 보호구에 대한 표준에서 다루고 있다. 헬멧, 무릎 및 팔
꿈치 보호대와 더불어 운동 장비,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에 대한 유럽 표준이 있
다. 한편, 합성피혁에 관한 유럽 표준은 야외활동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관중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는 식음료 위생 및 보관을 비롯하여
화재 안전 및 경보장치, 안보서비스, 교통안전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해 왔다. 현재,
공공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새로운 유럽 표준들이 개발 중 있다. 이와 같은 표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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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럽 표준의 스포츠 이벤트 지원 방법
‘접근성 향상’ 이란 상품, 시스템, 서비스, 환경과 시설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장
애인을 비롯한 노인 등을 포함한)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뜻한다. 이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동등함’을 필요
로 한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에
주거 환경의 표준에 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위탁해 오고 있다.
한편, 유럽 표준화 위원회는 간격, 장애물 등의 시설 배치를 비롯한 스포츠 다목적
경기장과 같은 관중 시설의 접근성과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있다. 유럽 표준 기관들
은 또한 앞으로 모든 유럽 표준이 지향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선수들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비롯하여 새로
운 건물과 기반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수천만의 관중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 제도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스포츠 행사를 위한 지원 방법
유럽 표준은 허용 가능한 에너지 사용 수준, 폐기물 관리 절차와 환경 보호 대책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제공한다.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
준화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건설과 건물의 에너지 성능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유럽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은 건설업자들이 유럽 연합(EU)이 채
택한 관련 규제 및 법규를 준수하여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고 있다.
표준은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시장을 개방하게 함으로써 녹색 기
술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는 물 관리와 관련한 유럽표준을 개발했으며,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그리고 지열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바이오연료, 스마트미터(자동계량시
스템) 및 에너지 절약 대책과 관련된 유럽 표준들을 개발했다.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는 유럽에 반영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규정하는 공인기관이다. 이러한 표준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규격과 절차를 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일유럽시장 전역의 상공업을 도모한다.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의 회원은 모든 유럽연합(EU) 가입국들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가입국들인 아이슬란
드,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들인 크로아티아, 터키, 마케도니아를 비롯하여 33개 유럽 국가들의 국
가 표준 기관과 국가 전기 표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산업 분야, 연구소, 소비자 단체 및 환경 단체들 그리고 사회적 이
해관계자들이 지명한 전문가들이 협력을 통해 유럽 규격을 개발한다. 이러한 표준은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
원회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통해 수용되며 공인된다. 유럽 표준화 위원회와 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는 ISO와 IEC와의 기술
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규격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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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국제표준의 경제적 효과 조사 결과

국가와 기업성장에
국제표준이 기여한 효과
국가와 기업들이 ISO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국제표준의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 ISO
가 국제기구별, 국가별, 기업별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ISO

는 기업, 정부, 사회에 혜택을 주는 19,200

종의 자발적이고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을 개발해 왔다. 그렇다면 ISO 표준이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혜택에 기여했을까?
ISO는 표준의 혜택에 대해 국제기구별, 국가별, 기업별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국제기구별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美상무부는 표준과 적합성평가가 전 세계 상품
교역의 80%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
▲ ISO는 기업, 정부, 사회에 혜택을 주는 국제표준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계무역기구(WTO)는 회원 국가들에게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ISO가 개발한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별 경제성장에 국제표준이 기여한 효과
표준이 국가별 경제성장에 기여한 거시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경제의 0.81% 성장에 기여했고 이는 GDP 성장의 25%에 해당한다.
•뉴질랜드│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향상되었다. 표준은 매우 효과적인 경제
지렛대로 뉴질랜드 연간 GDP 성장률의 1.0%를 견인했다.
•캐나다│지난 1981년~2004년 동안 노동생산성은 17%, 실질 GDP가 9% 증가
했다. 동 기간에 표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실질 GDP가 620억(캐나다 달러
약 70조원)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1962년~2002년 사이 표준 1% 증가로 경제 생산성이 17% 증가했다.
표준을 통해 R&D 투자가 1% 증가해 경제생산성이 0.12% 성장했다.
•독일│경제적 효과는 GDP의 1%에 해당한다. 이는 특허나 라이선스보다 더 큰
효과를 보여준다. 독일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변화를 촉진하는데 표준을 이용해 오고 있다.
•영국│국가 경제에 연간 25억(영국 파운드, 한화 약4조5천만원)파운드의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노동생산성이 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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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 기업에 기여한 효과
한편, 표준은 기업에게도 유형의 정량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ISO와 11개 기업이 함께 실시한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기업들은
표준을 통해 연매출 0.5%~4% 가량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기업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태국 PTT Chemical Public Company(화학회사)│시설물 신뢰도
향상, 사양 미달 제품 감소, 에너지와 에틸렌 소비 감소 결과를 얻
었다. 이를 통해 940만 USD(약 100억원)가 감소했다. 결론적

▲국제 표준 적용으로 국가, 기업,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

으로 표준이 매출의 3%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 NTUC 페어프라이스(국영마트)│조달, 창고/유통 및 소매거래에 표준을
적용하여 1,360만 SGD(약 130억원)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300,000개 이상의 표준화된 팔레트 사용으로 780만 SGD(약 72억원)를 절약했다.
•베트남 VINAKIP(전자장비 제조업체)│이자 및 세전이익의 20%, 전체 매출액
의 4% 표준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콜롬비아 Gerfor(플라스틱 업체)│총 매출의 47%가 표준, 특히 ISO 9001의
적용에 따른 혜택을 얻었으며 또한 PVC 수지검사 및 분석 시간이 4시간에서 15
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브라질 Festo Brasil(자동화기술 업체)│이자 및 세전이익이 매출의 1.9%에 해
당하는 437만 BRL(26억원)에 달했다.
•페루 DanPer Trujillo(과실채소 재배업체)│아스파라거스 수출에 표준을 적용
하여 연간 총수익의 30%(약 7억원) 혜택을 얻었다.
•보츠와나 Lobatse Clay(벽돌업체)│보츠와나 벽돌 제조 총 매출액의 2.63%, 이자
및 세전이익의 4.96% 이익을 얻었다.
•독일 Siemens(전기전자업체)│1.1%~2.8% 가량 이자 및 세전이익 혜택을 얻었
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Pretoria Portland Cement(시멘트회사)│R&D, 조달, 생산/
운영, 판매 및 마케팅 부문의 비용 감소로 전체 2.5% 매출이 늘어났다.
•독일 Nanotron Technologies(정보통신업체)│비용이 14% 감소하고, 매출은
19%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WIKA(콘크리트업체)│전체 매출 가운데 0.43%의 혜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표준은 혁신과 기술변화를 주도한다. 표준부문의 투자를 통해 거시·미시
적 수준에서 견고한 비즈니스 역량을 갖출 수 있다. 표준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에
대한 ISO/IEC의 연구 자료는 http://www.standardsinfo.net/info/benefits/benefits.html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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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삼상유도 전동기 최저효율제

지정시험기관 운영
포함시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효율제 시행의 핵심인 성
능 평가용 공인인증 시험설비의 미비로 국가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가 어려웠
다.
이러한 시험설비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2008년부터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
구축사업(MRA)의 지원 및 연구원 자체 예산
을 투입하여 전동기 시험인증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KTC는 ‘삼상유도 전동기 최저효율제’를 위
▲ KTC는 삼상유도 전동기 최저효율제 지정 시험기관이다

해 지난 2010년부터 고효율 전동기 전용 시험
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부터 이미 고효율전동기 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아 ‘삼상유도 전동기 기술기준(KS C IEC
60034-2-1)’에 의거, 손실 분리법에 의한 시험
등을 시행하고 있다.
KTC의 고효율 전동기 시험실의 설비는 소
음 차단을 위한 방음제어실, 피시험 전동기의
운반 및 설치를 위한 크레인 1대(2톤), 전동지
게차 등이 있다. 특히 전동기 성능평가를 위
해 구축한 100kW, 280kW급 다이나모시스템
은 세계 최고의 시험장비로 시험설비의 운전,
제어, 측정 및 모니터링 등 전 시험과정을 완

▲ 세계 최고의 시험장비인 다이나모시스템을 통해 피시험 전동기의 측정시간을 단축시켰다

전 자동화하여 피시험 전동기의 성능 측정시
간을 상당히 단축시켰다.

온실가스 저감의 강력한 대책으로 전세계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경제부에서 ‘효율관리

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으로 삼상유도전동

전기에너지 소비 절반을 차지하는 전동기의

기자재 운용 규정’을 두고 보급량이 많고 에

기가 고효율 전동기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기준 39개국이 최

너지를 상당량 소비하는 기자재에 정격출력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저효율제(MEPS)를 시행하고 있다.

0.75Kw 이상, 200kW 이하 삼상유도전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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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전
 동기 분야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지난 8월 29일, ‘2012년 전동기 기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전동기 산업은 매년 10% 정도의 성장이 예
상되고 있는 분야로, 최근 들어 새로운 응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엔진을
전동기로 대체한 전기차 개발의 상용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에서 요구하
는 고정밀 위치제어분야 직구동 전동기 수요
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
차용 전동기 설계 및 시험평가 기술에 대한

▲ 국내 전동기 시험인증 및 R&D 기술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전동기 분야 관련 교수 및 국

기술세미나를 통해 국내 전동기 시험인증 및

중이다. 이외에도 KTC는 신성장동력 사업 중

내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개발 관련 전문가를

R&D 기술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

하나인 풍력발전의 발전기 성능평가를 위해

초청한 이번 세미나는 “전동기 기술의 세계적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0kW급 다이나모시스템을 오는 11월에 구축

인 트렌드와 신기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기

한편, KTC는 2011년 12월 구축 완료한

예정이다. 다이나모시스템은 10,000Nm 이상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KTC 관계자의

170kW 전기자동차용 동기 시험장비를 활용

의 고토크 측정이 가능한 장비다. 이와 함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기자동차용

하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전

2013년에는 항온항습 시험이 가능한 챔버 일

전동기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미래 기술방향

동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체형 40kW급 고속다이나모시스템을 구축할

과 개발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 외에도 전기자전거 및 소형발전기에 대해

계획으로 KTC는 신성장동력 사업 분야에서

심윤수 KTC 원장은 “최근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900V

도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내 최고 전동기 시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에서 핵심부품인 전동

240kW용량의 배터리 시뮬레이터 설치를 완

험인증기관으로써 전동기 시험 및 인증 발전

기 개발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전동기

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기 시험을 진행

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미국 MET와 업무 협약 체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미국

서 KTR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발급한 전기전

의 전기 시험·인증기관인 MET(Maryland

자분야의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

Electrical Testing Laboratory)와 기술 발전 및 사

게 되는 등 미국 인증 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업 확대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

것이라는게 KTR의 설명이다.

했다.
이번 협약으로 MET는 미국 Energy Star,
NRTL(국가시험인정소), NRCan(캐나다 천연자

한편, 양 기관은 공동 세미나, 교육, 기술 문
서 등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신사업 분야
개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원부) 등에 있어 KTR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

이날 업무 협약는 지난 9월 14일, 미국 발티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Energy Star,

모어에 위치한 MET 본사에서 조기성 KTR 원

NRTL 등의 인증을 취득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장과 MET의 Rob Frier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현지 시험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

이뤄졌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KTR 조기성 원장(좌)과 MET의
Rob Frier 대표(우)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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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동
 아대 밸브센터와 MOU 체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국내

밸브 제조업체의 공동지원을 위해 동아대학

고기능성 밸브기술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20일 KTR에서 진행된 협
약식에는 KTR 김익수 부원장과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영철 단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밸브산업 분
야의 발전을 위해 ▲해외인증 교육 지원 ▲
산·학 공동연구 ▲정보교류 및 기술자문 등
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TR은
밸브센터 회원사들이 KTR에 시험, 해석 의뢰
시에는 30% 할인 혜택을, 인증 의뢰는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밸브 제조업체 지원을 위
해 지난 9월 21일 유럽 CE인증과 밸브 시험

▲ 업무협약을 체결한 KTR 김익수 부원장(사진 왼쪽)과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영철 단장(사진 오른쪽)

및 해석 등의 내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식약청 실무자 대상 의료기기 교육 실시
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14일
KTR 본원 2층 대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실무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과 21일 총 2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 KTR 의료기기본부는 참석자들에게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기준 및 방
법 ▲의료기기 물리·화학적 시험 및 유효기
간 설정시험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허가·심사 실무자 대상 의료기기 교육

시험 분야의 동향 및 최신 규격을 소개하는
한편, 교육 후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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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국제 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제시하
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완제품 및 식품
포장재 규제분야)’를 개최했다. 지식경제부 기
술표준원이 주최하고 KTR이 주관한 이번 세미
나는 지난 9월 1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KTR은 최근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완제품(성
형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
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이 국제 환경규제
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완제품 규제 세션과 식

▲완제품(성형품) 및 식품포장재 분야 국제 환경규제 세미나

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과 유럽 등 주요수

려 202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

출국의 규제사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품포장재 규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조기성 KTR 원장은 “개별에서 종합적 형태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7년 REACH(신화학물

중 완제품 규제 세션은 최근 해외기업 및 기관

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발맞

질관리제도)를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CE인

으로부터 국내 완제품 수출기업의 제품 내 유

춰 국내기업의 대응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증과 연계한 RoHS(유해물질제한지침) I 규제를

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정보 요청 사례가 급

한다”며 “유럽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 가장 많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증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대응에 어려움을

은 실적을 갖고 있는 KTR은 주요수출국의 화

수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 또는

겪고 있는 국내기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

학물질 규제 대응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여 국

시행 중이다. 한국 역시 ‘화학물질 등록 및 평

로 구성했다. 또 식품포장재 세션은 해외 규제

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국내 식품포장재 기업

세계 각국은 UN의 SAICM(국제적인 화학물

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적잖은 애로사항이 발

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제도 채택과 맞물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 관련 제도를 앞다퉈 도
입하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제1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참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2012
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INNO-TECH
SHOW 2012)’에 참가하여 중소기업 지원 활동
을 펼쳤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중소기업 기
술혁신대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알리는 한편,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
굴, 포상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취
지로 마련된 행사다.
KTR 기술지원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산학연 협력관에 부스를 마련하여 전시회 참
가자들에게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산학연 협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 참가한 KTR 부스 전경

▲중
 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KTR 인증심사팀 정원재 팀장

력사업을 비롯한 KTR 사업내용을 홍보했다.

한편, KTR 인증심사팀 정원재 팀장은 중소

이번 기술혁신대전에서는 정부지원 정책설명

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회, 1:1 구매상담회 등 각종 부대행사도 동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진행되었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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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 2
 012 한국사용품질지수 1위 기업 인증식 개최
라이닝 및 패드의 홍성브레이크, 구두의 금강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한국사용품질지수

제화, 선풍기의 신일산업 등이 연속 7회째 1위

(KS-QEI)는 성능과 적합성, 신뢰성, 서비스，이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엄지

미지 등 5개 부문과 재구매 의향, 고객만족도,

부동액의 동아특수화학, 가정용 가스온수보일

타인추천의향 등의 고객충성도 평가 요소를

러의 경동나비엔이 6회 선정되었으며, 아파트

고려하여 소비자와 전문가가 함께 평가함으로

▲한국사용품질지수 1위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 포스코건설, 자동차용타이어의 한국타이어

써, 그 품질의 우수성과 고객만족도를 인정하

등이 4회, 포틀랜드시멘트의 한일시멘트, 수성

는 국내 대표의 품질만족도 평가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이하 KSA)는 지난 9월 13일 서

도료와 PVC 바닥재의 KCC, 준중형, 중형승용

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2 한국사용품질지수

차 및 SUV의 현대자동차가 연속 3회, 레디믹

올해에는 KS 37개, 일반상품 43개 조사부문,

(KS-QEI) 1위 기업’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한

스트콘크리트의 삼표, 전동공구의 계양전기,

총 80개 상품을 대상으로 290개 회사의 사용

국사용품질지수(KS-QEI; Quality Excellence

카렌탈의 AJ렌터카, 휴양콘도미니엄의 리솜리

경험이 있는 소비자 및 전문가 58,000여 표본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 지

조트, 자동차정비의 현대자동차 등이 2회 연속

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수연구회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

선정되어 명품브랜드의 반열에 올랐다.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족도와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지표로 품질 우

이밖에 TV,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및 에어

한국표준협회 김창룡 회장은 “이러한 소비

수성 및 고객만족도를 나타내는 국내 유일의

컨 부문 등의 삼성전자, 유성도료의 삼화페인

자들의 메가트랜드를 반영한 제품군들의 선정

품질만족도 종합지표다.

트, 위생도기의 대림통상, 발전설비정비서비스

을 통해 향후 한국사용품질지수가 명실상부한

부문의 한전KPS 등 총 80개 제품 및 서비스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품질지수가 될 수 있도

품목별 1위를 차지했다.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주택용 보통침대의 에이스침대，
자동차용 배터리의 델코，자동차용 브레이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 참가
참가했다. KATRI는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에 전

및 기술지원 서비스 홍보물 전시를 통해 참가

시부스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섬유산업 발전을

업체 및 관람자를 대상으로 연구원의 시험능

위해 수행하고 있는 기술지원, 연구개발 사업

력과 주요 업무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연구원

및 최신 평가 장치를 적극 소개하고 알렸다.

의 위상을 높였다.

KATRI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각광 받고

앞으로도 KATRI는 이와 같은 행사에 적극

있는 냉감성 소재 및 발열 소재에 대한 기능성

참여하여 최신 기술동향, 연구사업, 각종 제도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에 참가해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평가방법을 선보였다. 특히, 발한온열 마네킨

등에 대해 제조업체, 브랜드 업체 및 유통업체

(Thermal manikin)과 광발열 소재 측정장치를

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장에서 지도, 설명을 해

전시장에 직접 배치하여 시연해 볼 수 있는 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험대상과 올바른 시험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하 KATRI)은 지난 9

리를 마련하여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절차 등에 관한 상담을 통해 관련 업체를 근접

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KATRI는 연구원의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Preview in Seoul 2012)’에

업무, 품질인증 마크, 대외 협력 파트너십,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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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TREND
자료협조_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국내외 부식방식 표준화 동향
기술표준원에서 발행된 <Kats 기술보고서> 중 ‘시스템반도체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의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이슈>
•부식 방지기술은 국민 안전 및 재산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에 비해 기술 개발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직 접적인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업계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 49명)

▲ 2007년 8월 1일 미국 미시시피강
교량붕괴 (사고사망자4명, 부상자 79명)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할 핵심기반 기술이다.

<시사점>
•부식으로 인한 손상은 모든 산업분야 및 모든 금속제품류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체 및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부재한 상태이다.
- 부식방식 관련 국가과제를 추진해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해야 한다.
- 주기적으로 전 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부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식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 부식방식 전문기관을 통해 핵심 표준에 대한 개발 및
검토를 추진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연 보급
및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전문 인력 고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 국제 표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부식방식 표준에
대해 부식방식 전문기관을 통해 제·개정 및 표준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 부식으로 인한 손상은 전 산업 및 모든 금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요 산업군에서 부식방식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2012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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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김영수 박사, 사학자 allchina21@naver.com, allchina21(페이스북, 트윗)

사마천의 史記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③

정치의 본질과 통치자의 자질
잠언(箴言)은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 또는 훈계를 말한다. 사마천 <사기>의 잠언들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 등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정치의 본질과 통치자의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언 구절을 소개한다.
<편집자>

정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야 많겠지만 무엇보다
사학자인 김영수 박사
는 사마천의 史記 전
문연구가로 국내 대
기업(삼성, LG, SK
등)을 비롯해 공공기
관(국정원, 행안부,
법제처 등),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대학원 경영자과정, 세리CEO, 전국경영
포럼 등에서 사마천의 <사기> 관련 리더
십, 인재론, 인문경영 등을 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퇴행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정치 영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
이다. 하나 더 정치인들의 자질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의 본질
사마천은 <하본기>에서 상고시대의 탁월한 정론가라 할 수 있는 고요
(皐陶)와 훗날 하나라의 시조가 되는 우(禹)의 대화를 통해 정치(통
치)의 본질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가 고요에게 통치의 요령을 묻자 고요는 주저없이 ‘재지인(在知人),
재안민(在安民)’이라고 답한다. 단 여섯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결
코 만만치 않다. “사람을 알고 백성을 편하게 하면 된다”는 고요의 대답
에서 우는 그 경지는 요 임금도 오르지 못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
자 고요는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아홉 가지 덕목으로 다음과 같은 ‘구
덕(九德)’을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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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양대 역사서로 평가받
1. 관이율(寬而栗) : 너그러우면서 엄격함

는 사마광(司馬光)의 <자치

2. 유이립(柔而立) : 부드러우면서 주관이 뚜렷함

통감(資治通鑑)>은 통치자

3. 원이공(愿而共) : 사람과 잘 지내면서 장중함

를 위한 교과서로도 불린

4. 치이경(治而敬) : 나라를 다스릴 재능이
있으면서 신중함

다. 이는 과거사라는 거울을

5. 요이의(擾而毅) : 순종하면서 내면은 견고함
(확고함)

고 통찰함으로써 좋은 자질

6. 직이온(直而溫) : 정직하면서 온화함
7. 간이염(簡而廉) : 간결하면서 구차하지 않음
(자질구레한 일에 매이지 않음)

통해 통치의 득실을 파악하
을 닦으라는 의미에서 붙여
진 이름이다.
사마천은 과거사의 중요

8. 강이실(剛而實) : 굳세면서 착실함

성을 ‘전사지불망(前事之不

9. 강이의(强而義) : 강하면서 도의를 지킴

忘), 후사지사야(後事之師
也)’ 즉, “지난 일을 잊지

고요는 이 아홉 가지를 다 갖추면 천하를 통치할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자리를 지키면
서 덕 있는 사람을 기용하면 천하가 호응할 것이라고
했다. 사마천은 이렇게 ‘사람을 알고 백성을 편하게 하
는 것’이라는 잠언을 인용하여 정치의 본질을 간파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정치가들은 이와는 반대로 말하고 행
동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치자의 자질
정치(통치)의 본질을 안다고 해서 정치가 반드시 잘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정치가의 자질이 뒷받침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놓
고 말들이 많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가의 역사관
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고대로부터 통치자들은 역사를 거울에 비유했다. 중
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히는 당나라 태종 이세민
(李世民)은 자신에게는 세 개의 거울이 있는데,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인 동경(銅鏡), 자신의 언행에 대해 비판
해주는 충직한 사람들인 인경(人鏡), 지난 과거사를 비
추어주는 사경(史鏡)이 그것이다. 자신의 언행을 비판
하던 충신 위징(魏徵)이 죽자 거울 하나를 잃었다면 통
곡했다. ‘역사의 거울’이라는 뜻의 ‘사경’은 ‘사감(史鑑)’
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사를 통해 현재의 언행을 비추어
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기>와 더불어 중

▲ 역사를 거울에 비유한 대표적인
역사서 <자치통감>의 판본

않는 것이 나중 일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오랜 잠언
<진시황본기>에 인용된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과
전국책의 ‘조책’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와 비슷
한 격언으로는 ‘전차복(前車覆), 후자감(後車鑑)’이 있다
(한시외전). “앞의 수레가 넘어지면 뒤의 수레가 살피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전철(前轍)을 밟지 말라’는
말도 나왔다. 넘어진 수레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서 밟
지 말라는 뜻으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의 잠언이자 격언들이다.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자고 애써 강조하
는 정치가들의 공통점은 과거사에서 잘잘못, 특히 잘못
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려는 기본적인 역사관이 결여되
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
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마천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대의 지난 일들을 기억
해야 하는 까닭은 고대의 그것과 똑 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당대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조공신후자연표>의 서문)”. 사마천이 인용한 이 잠언에
서 ‘과거를 자신의 거울로 삼는다’는 ‘지고자경(志古自
鏡)’이란 유명한 성어가 탄생했다. 또 과거사를 중시하
여 현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과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사기>의 잠언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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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최신 동향

WTO/TBT 통보사항
WTO/TBT 통보문은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검사와 인증제도의 제·개정사항’을 WTO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WTO/TBT 제도총괄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TBT 통보문 접수, 발송 및 질의처 운영은 산업분야별로 3개 정부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1996년 2월 공산품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 질의처로 지정된 이후 국내 기술 규정인
WTO 통보, 외국인 TBT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TBT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공산품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을 2007년 2월 21
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TBT 포탈사이트 Know TBT(www.knowtbt.kr)→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문의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4~7257), tbt@kats.go.kr]

TBT
통보건수

•대상기간 : 2012년 8월 20일 ~ 9월 14일
•TV 통보문 건수 : 24개국 85건 (부록•수정문 포함 30개국 140건)

<국가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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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별 통계>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그루지아

2

키르기스스탄

6

건설

4

교통/안전

10

대만

3

터키

3

덴마크

1

페루

2

기타

2

도미니카

1

한국

5

농수산품

3

멕시코

2

총 합계

85

바이오환경

2

미국

15

생활용품

7

바레인

7

식의약품

32

베트남

1

에너지

1

브라질

10

전기전자

11

스웨덴

1

정보디지털

1

아랍에미레이트

2

화학세라믹

12

에콰도르

1

총합계

85

우간다

10

우크라이나

1

유럽연합

2

일본

1

자메이카

1

중국

2

칠레

2

콜롬비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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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미국┃G/TBT/N/USA/604/Add.4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 가정용 식기세척기, 조리기구에 대한 시험 절차
[전기전자]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미국 에너지부(DOE)는 구형 식기(접시류)와 푸드 아이템을 갱신한 가정용 식기세척기에
대한 시험 절차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된 내용에는 시험절차에 참고된 시험방법뿐 아니라 주위 온도, 사전 조건 형성,
에너지 부의 시험 절차(Normal cycle)를 참고한 산업 시험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또한
식기세척기 시험 절차에 수압, 배수관 높이, 선반(받침대) 위치, 용량(무게), 린스 에이드 컨테이너, 음식물찌꺼기 (Soil preparation) 처리
요건을 시험 절차에 추가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에너지부는 식기세척기와 조리기구의 팬(Fan-only) 모드에서
식기세척기와 기존 조리기구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에 대한 시험 절차 수정을 제안했다. IEC기준(IEC 60436)과 EU 규격에 없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 요건이 들어 있어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
품목 (HS Code)

•식기세척기(8422.11)

對 발행국 수출액

31,437(천불, 2011년 기준)

칠레┃G/TBT/N/CHL/170/Add.1

세탁기 등의 전기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분석 및 또는 테스트 프로토콜
[전기전자] 전자기기 ┃칠레 에너지 광산부의 2011년 4월 13일 G/TBT/N/CHL/170으로 통보한 ‘에너지 효율 분석 및 또는 테스트
프로토콜 – 세탁기’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리는 통보문이다. 원래 통보문은 CHL/170(고시일: 2011-04-03, 의견마감일:
2011-06-10): IEC 표준이다. No. 60456:2010, ‘가정용 의류 세탁기 - 성능 측정 방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정용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인증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이 기준은 국내 기준가 부합화 일치(KS C IEC 60456:2007)된다.
품목 (HS Code)

•세탁기(8450)

對 발행국 수출액

37,011(천불, 2011년 기준)

미국┃G/TBT/N/USA/457/Add.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안전 표준
[교통/안전] 일반┃본 통보문은 2011년 5월 13일 발행한 최종 규정에 대한 재고 요청을 받아들여 오토바이 헬맷에 대한 안전 표준 최종
규정을 수정한 내용이다. 최종 규정은 새로운 라벨이 부착된 헬맷의 오해 소지를 방지하고 표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헬맷 라벨링
요구조건과 준수성 테스트 절차를 개정했다. 또한 본 통보문에서는 개정된 요구조건을 조기 부합하는 것에 대한 재고 요청에 제기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오토바이 헬맷에 대한 라벨링 요구사항과 규정 준수 테스트 절차((FMVSS No.
218) 개정이다. 둘째, 개정된 최종 규칙에는 생산, 판매에서 인증 라벨 부착에 대한 규정 강화했다. 셋째, ‘사이즈(Size)’ 라벨에는 헬맷
사이즈를 수치로 기술한다. 넷째, 유지 및 충격 감소 시험 절차 개정했다. 오토바이 핼맷에 대한 안전 표준과 관련하여 개정된
요구조건은 심각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품목 (HS Code)

•안전모자(6506.10)

對 발행국 수출액

25,221(천불,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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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알자
정리_ 편집실

보석의 단위는 ‘캐럿’

‘캐럿’은 메뚜기 콩의 무게로부터
이 내용은 일본 PHP 연구소에서 발행한 ‘단위’ 책자에서 일부 발췌 후 번역하여 편집한 자료입니다.

누구나 보석의 으뜸으로 다이아몬드를 꼽는다. 조그
만 크기의 다이아몬드도 값은 어마어마하다.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보석의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캐럿(ct.)이라고 한다. 캐럿은 ‘메뚜기콩’을 말한다. 과

살펴보면 된다. ‘Carat=무게, Color=색깔, Cut=연마,
Clarity=품질’이 바로 4C이다.
보석 판매점에서 이러한 4C를 확인한다면 소비자를
응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거에는 단위의 기준으로서 식물의 종자가 사용됐다. 캐

한편, 금에도 캐럿이 사용된다. 금의 종류를 말할 때

럿도 ‘메뚜기콩(Caratonia Siligua)’ 한 개의 무게로부

흔히 24K, 18K라고 표현한다. 18K는 금이 75% 들어있

터 나온 것이다.

는 합금이며, 24K는 순도 100%의 금을 말한다. 여기에

1캐럿은 영국 캐럿으로는 0.205g, 미터법에서는

쓰이는 ‘K’가 바로 캐럿이다. 단 금에서는 무게가 아니

0.200g이다. 쌀알 크기(약 15㎣ℓ)의 다이아몬드는 약

라 순도로 사용된다. 금의 최저 순도는 9K(37.5%)로 이

1/4 캐럿 정도이다.

이상이 아니면 법률상 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다이아몬드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때는 4C를

48

기술표준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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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을 지도로 그릴 수 있는가?
진중권은 자신의 철학에세이 <생각의 지도>를 통해
철학이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제에 관한 다양한 조각들이 몽타주처럼 모여 ‘생각의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한다.
세상의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표준의 화려한 변신 ! ‘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인 양 지내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자.

창간 기념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가 시작합니다.
www.kats.go.kr/edublic/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주관이나 가치관을 정립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여기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자세는 실천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다.
생각을 표현해 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아를 갖춘 사람인 것이다.

‘

’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표준을 감각적인 시선과 인문학적인 감성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매거진입니다.
이번 가을호를 시작으로 매 계절마다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문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홍보·정보전략팀┃ Tel. 02-509-7235 www.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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