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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잠재된 모바일 헬스 시장을 깨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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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이다

따뜻한 기술이 만드는 따뜻한 사회
“사람, 자연, 과학기술이 융합된 따뜻한 과학기술을 추구해야 한다.
아직도 과학기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아니다.”
<이인식, ‘따뜻한 기술’ 중>
기술은 단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것일까?
현대의 기술은 사람 및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자체로 소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수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기술개발은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를 낳았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을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을 위해
수화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화상통화 기술,
재난 상황 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위치정보 기술,
사하라 사막에 숲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는 녹색 기술 등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직결되는
‘따뜻한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발전의 비전이다.

더 편한 세상을 위한 ‘생활표준’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표준화되었어요
“김치냉장고를 바꾸셨다고 멀쩡한 김치통까지 버리지 마세요!
어떤 제품의 김치냉장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다. 김장철을 맞아 우리의 오지랖 씨는 올해의 김장 포기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이집저집 퍼주었더니 정작 본인이 먹을 김치는 부족했기 때문. 그래
서 오지랖 씨가 김장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더 큰 김치냉장고를 들여놓은 것이었다. 전에 쓰
던 뚜껑형 김치냉장고 옆에 위풍당당하게 서있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보고 있자니 김장을 하
기도 전에 배가 부른 듯 했다. 그런데 오지랖 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전에 쓰던 김치통을 버리긴 아까운데…, 새로 장만한 김치냉장고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동안 김치냉장고의 저장용기는 제조업체별, 용량별로 크기가 달라 재사용의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저장용기의 호환성 제공을 위해 크기를 표준화하여 그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한 기존의 불투
명했던 용기를 투명한 재질의 용기로 바꿔 내용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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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 뉴스

한국형 전력선통신 원격검침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
스마트미터 통신기술, 한국이 선도
기술표준원은 한국형 고속전력선통신
(PLC; Power Line Communication)을 이용한

력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덜 드
는 장점을 지녔다.

표준 채택의 쾌거를 이뤄냈다.
첨단계량인프라(AMI)는 2020년까지 국내

스마트미터 통신기술이 국제전기기술위원

고속 PLC는 최근 2~3년간 국내 기술 외

에서 5.4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회(IEC) 신규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에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제안한 고속전력

예상되는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개발이 진

밝혔다. 이번 국제 표준은 우리나라 기술이

선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되어 PLC

행 중인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보

고속 전력선통신 기술 중 처음으로 스마트미

기술의 선택을 두고 주요 분야에서 치열한

급·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원격검침 솔루션

터 통신기술에 채택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표준 채

수출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력선통신은 전력선을 이용하여 통신하

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학·연·

는 수도가스 통합검침, 전기차 충전계량 등

는 기술로, 케이블이나 무선주파수를 확보

관의 전문가들이 표준외교를 통해 미국, 유

의 스마트미터 표준화에도 우리나라가 주도

해 통신하는 것에 비해 기존에 깔려있는 전

럽,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설득한 끝에 국제

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노 안전성분야 국제표준 주도
‘나노독성 평가 : 표면특성 측정법’ 국제표준 승인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나노

결과이다. 이번 표준은 나노 물질의 표면에

안전성분야 측정기술이 국제표준화기구 나

결합·가공된 물질을 분석하고, 그 양을 측

노기술위원회(ISO/TC229)에서 국제표준으

정하는 기술로 나노물질 독성 평가 시 표면

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특성을 추적하는데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나노산업은 최근

제공한다. 향후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평가

나노물질의 인체 안전성 문제로 상용화가

하고 안전한 나노제품을 설계하기 위한 자

미진한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들은 나노안전성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
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적외선분광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송남웅 박사

04

현재 나노시장은 나노물질의 표면에 다양
한 가공 및 처리를 통한 기능성을 향상시키
는 나노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을 이용한 나노입자 표면접합물질 분석지

정부는 앞으로도 나노안전성 분야의 지속

침(ISO TS141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프로

적인 국제표준화 지원을 통해 나노융합산업

젝트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

을 리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우리나

구원의 송남웅 박사가 3년여에 걸쳐 연구한

라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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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IEC 총회에서 IT 강국 면모 확인
적합성정책이사회 재진출 및 2018년 IEC 총회 국내 유치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76차 국제전
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동국대 백수현
교수가 적합성평가이사회(CAB) 이사로 선
출되었으며, 2018년 IEC 총회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IEC 3대 주요 정책이사회에
모두 진출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향후 IEC
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IEC 총회 개최
를 계기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확
대하고 IT 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주

▲기술표준원은 ISO총회에서 선진국들과 표준협력을 약속했다

는 등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일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주도 기반을 마련

기표원은 앞으로도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

이번 회의에서는 지능형 로봇기술 분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

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표준화 위상을 더욱

기술위원회 설립(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

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기술 분야의 중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정책 대응 체계

도하고 있는 기술위원회에서 표준화하도록

점 표준화를 위해 독일 등 주요국과 협력 체

를 구축하고, 2018년 IEC 회장 및 상임이사

신규 기술위원회의 설립을 저지하였으며, 2

계를 마련하였으며 중국, 일본 등과 국제적

국 진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국

차 전지 제품 산업 보호 및 관련 기술의 국

이슈 분야의 조화 표준화를 위한 표준 공동

제표준화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

제표준화 선도를 위해 EES(에너지저장시스

연구 프레임워크를 마련키로 합의하는 성과

이다.

템) 기술위원회의 작업 범위를 변경하는 등

도 얻어냈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5회 ‘명품창출 CEO포럼’ 개최
명품기업 CEO 모여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 펼쳐
‘세계 최고의 명품창출’에 뜻을 같이하는
100개 기업의 CEO와 학계 등 품질전문가

2일간의 토론 등을 통하여 공동 관심사를
도출해 냈다.

성신여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공동 관심사를 위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명품창출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도약

한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루

CEO포럼이 10월 9일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

하고 있는 ㈜신원그룹의 제품기획, 생산, 마

어 졌으며 그 결과 마케팅, 디자인 등 관심

됐다.

케팅 및 브랜딩에 대한 경영사례와 글로벌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별로

명품창출 CEO포럼은 지난 2월 창립총회

명품 면도기 기업 질레트의 품질철학과 경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열렸으며,

전략이 소개됐다. 또한 ‘세계를 향한 무한도

공동 활동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원사 중심의 소그룹 구성, 현장 방문, 1박

전’이라는 주제로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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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S news
기술표준 뉴스

국내 RoHS 분석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
할로젠, 프탈레이트 시험분석방법 IEC 국제표준으로 등록 예정
전 세계적으로 납, 카드뮴, 수은과 같은 인

기표원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로 국내 제조업체들은 외국의 환경규제에

체에 해로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

RoHS 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규제대상 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도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개

질인 할로젠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분석기술

기대되고 있다.

발된 유해물질 분석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

을 개발하여 IEC에 제안한 바 있으며, 2013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표준화로 국

택됐다.

년 3월 IEC 62321-3-2(2nd Edition) 국제표준

내 산업의 표준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

으로 등록 완료될 예정이다.

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기술표준원은 브라질 포르탈레쟈에서 개
최된 전기·전자제품 및 시스템 환경표준화

기표원이 제안한 분석기술은 RoHS 규제

대한 표준적용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IEC/TC111)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특정 유

대상 물질인 브로민계 난연제(PBB, PBDE)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세계적

해화학물질 2종의 시험분석방법이 국가 간

를 단시간·저비용으로 스크리닝하는 분석

인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

투표로 승인되어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고

방법으로 정확성, 정밀성, 효율성, 재현성 및

운 물질에 대한 분석기술도 추가로 개발, 국

밝혔다.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번 국제표준 채택으

내 산업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11월의 행사 캘린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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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내용

담당부서

11. 1

서울(COEX)

Korea SmartGrid Week 표준 컨퍼런스

신산업표준과

11. 2

서울(COEX)

2012년 제2차 한-일 스마트그리드 표준협력 정기회의

신산업표준과

11 .5 ~ 10

제주(하얏트리젠시)

JTC 1(정보기술) 총회(150명)

정보통신표준과

11. 12

기술표준원

2012년 한국파렛트컨테이너 산업대상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0여명)

주력산업표준과

11. 14

서울(교육문화회관)

2012 실용화촉진대회

신기술지원과

11. 15 ~ 18

서울(COEX)

2012 서울토이&게임쇼
(국내외 완구 제조업체 48개, 관람객 8만여명)

생활제품안전과

11. 21

서울(COEX)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 관련 기업, 유관기관 등 1,500여명)

안전품질정책과

11. 25 ~ 12. 2

스위스(제네바)

201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기술규제서비스과

11. 27

서울

한국 TBT 포럼

기술규제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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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TREND
자료협조_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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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
•파인세라믹스 소재를 가공한 파인세라믹스 부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첨단 기술의 핵심 소재로서 전기전자, 에너지, 바이오 및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인세라믹스 신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첨단 제품 개발은 물론 제품 규격 등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사점>
•표준은 국제경쟁력 강화 및 확보다.
- 표준은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비용 및 리스크 감소, 시장 출시까지의 시간단축, 높은 수준의
혁신으로의 발전가능성 제시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 표준은 기업 내에서 표준화에 대한 정보 교류증진과 표준화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표준 선점이 대응방안이다.
-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인력, 재료, 조직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학·
관의 강력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럽, 아시아 등의 국가들과 공조를 하여, 국가 간
공동연구, 비교시험 등 적극적인 국제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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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窓

글_ 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기술경영학과 교수

한국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구글의 에릭 슈미츠 회장은 “한국이 제3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IT 기기의 보급도 가장 빠르지만 그것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요구와 대응이 가장 민첩하다는 이유에서다. 클라우드 시대로의 변화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강남스타일’
이 전 세계를 휘어잡았듯 한국도 클라우드 시대를 휘어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자>

얼

마 전 필자는 학회 참석차 터키의 이스탄불
에 다녀왔다. 이스탄불이 가장 자랑하는 아

야소피아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출입구의 경찰들이
‘강남스타일’의 말춤 동작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비슷한지 가리고 있었다. 이 곳 TV에서 강남스타
일 뮤직비디오가 방송되는 것은 물론, 거리의 상인
들이 “코리안이냐?”고 물으며 “캥남스타일?”하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났다.
싸이의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콘텐츠 자체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에 있다. 가사가 우리말인 이
상 노래 가사보다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보여지는 춤
과 리듬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노래 가사는 표준
화가 안됐지만 춤이나 리듬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뮤직비디오
를 전 세계로 삽시간에 전파시킨 유튜브의 공이 가장
크다. 싸이는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올해 7월 15일
우리나라 팬들을 위해 유튜브에 올렸다고 했지만 10
월 초 현재 전 세계인들이 4억5천만 뷰를 기록했다.
전 세계인의 안방으로, 길거리로 퍼져 나가게 되
는 글로벌 플랫폼이 인터넷과 유튜브이다. 인터넷과

유튜브는 TCP/IP, HTTP,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통신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뮤직비디오가 미국, 영국, 터키 등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 나갈 수 있었다.
싸이의 노래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지만 인터넷 다운로드 수에 비교해
라디오 방송 수가 적어서 2위에 머물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인터넷과는 다르게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하지 못한 속성을 갖고 있다. 전 세계에 도달할 필요가 있거나 일방적이지 않은 통신 또는 소통의 기능 등이 필요한
경우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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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 세계로 전파됐다

한국이 제3의 변화 주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인기와 함께 글로벌 시대의 표준

▲클
 라우드 시대에 가장 많은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은 우리나라에게 또 한 번의 큰 기회를 줄 것이다.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최근 구글의 에릭 슈미츠 회
장 발언이다. 에릭 슈미츠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를 방

클라우드 시대에 핵심 역할 필요

문해서 “한국이 제3의 IT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칭

클라우드 시대에 가장 많은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스

찬했다. 그는 워크맨이나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하드웨

마트폰이다. 이미 아이폰은 3억대, 안드로이드폰은 5억

어 혁신을 첫 번째 변화로, 아이팟 같이 쉬운 조작을 할

대 가량이 전 세계에 보급됐다. 멀지 않은 미래에 거의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두 번째 변화라고 주

모든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

장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세 번째 변화는 클

나라에서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된 것은 애플의 아이

라우드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모바일 인터넷

폰 보급 개시에 대응해 국내 회사들이 안드로이드 표준

사용을 뛰어 넘어 한 기기에서 사용하던 것을 다른 기기

편에 서서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이다. 아이폰은 다른

에서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자신의 OS를 독점하고 있어

는 한국이 제3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

폐쇄적이다. 따라서 표준을 활용할 여지가 적다. 반면

라가 가장 많은 앱(App)을 다운로드 받는 국가이기 때문

안드로이드는 표준화된 운영체제를 개방해 다양한 하

이라고 말했다. 즉, 다양한 IT 기기의 보급도 앞서 있지

드웨어 제공도 가능하지만, 앱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만 그 기기를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만일 안드로이드 운영

장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요

체제라는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

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

재와 같이 많은 앱의 개발이나 스마트폰의 보급은 더디

응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어졌을 것이다. 또한 애플과 같이 폐쇄된 방식으로 스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 나갈 것이란 예상을 했다.

마트폰이 독점되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저 부품

인터넷과 웹이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와 지

납품이나 조립생산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이폰

식의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랩

을 한 대 판매하면 애플은 200달러 가량의 이윤을 남기

톱, 데스크톱, TV, 냉장고, 자동차, CCTV, 센서 등 거

는데 비교하여 아이폰을 조립하는 중국의 팍스콘은 애

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연결되는 클라우드 시대가 전개

플 이윤의 1%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는 글로벌 시

될 것이다. 클라우드 시대에는 다양한 기기가 클라우드

장에 참여할 때 핵심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

에 접속하게 되므로 보안 관리, 프로세스 운영, 서비스

라는 교훈이다.

설명 등을 위해 다양한 표준이 필요하다.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글로벌 거대 시장에 핵심으로

슈미츠 회장이 말하는 클라우드 시대는 상당한 경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측되고 있다. 유럽연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

합(EU)은 2020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250만개의

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구도를 이끌어 가는 것도 필수적

일자리와 연간 1600억 유로(약 229조원)의 경제 이익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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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정영복 스마트의료정보 국가표준코디네이터

모바일 헬스 동향 및 표준화

잠재된 모바일 헬스 시장을 깨우자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헬스케어(Health ICT 또는 eHealth) 분야는 의료정보네트워크, 의료정보시스템, 원격의료,
모바일 헬스 등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네트워크 및 스마트 기기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모바일
헬스 분야가 이머징 트렌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모바일 헬스 관련 연구자료 중 ‘A high Level
Reference Architecture for Mobile Health’(GSMA, 2011)와 ‘Mobile application for the health sector’(World Bank, 2011)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모

바일 헬스케어 즉,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한

SMS, 웹 브라우저 등을 활용해 이미 모바일 헬스

헬스케어

리마인더 및 경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계

서비스는

모바일

네트워크

활용영역과 그 역량의 발전으로 효율성이 증대되고

에서는 시범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대한

있다. 또한 앞으로 개인이 자신의 건강관리에 직접

원격접속과 증상 및 치료관련 정보공급 등의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격 감시 및 진단 그리고

전 세계 건강관리 소요 비용은 약 4.2조 US$로 추산

실시간 헬스 및 웰니스 관리 등을 위해 의료기기에

(WHO, 2011)되고 있으며 그 증가율도 매년 세계 GDP

모바일 통신기능을 부가한 제품들이 이미 출시되어

성장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모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급속한 관련 비용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않고 있으며 특정 솔루션에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방편으로 정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의료보험

헬스케어 생태계 시스템 외부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업자 및 환자 등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모바일 헬스

새로운 모바일 기술은 모바일 헬스 솔루션의 개선에

서비스를 주시하고 있다. <그림 1>은 모바일 산업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On-SIM(Subscriber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

Identification Module) 애플리케이션이나 무선

있다.

‘스마트카드’ 승인 등과 같은 기술은 모바일 헬스분야

모바일 서비스 운영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

Connectivity
•Mobile voice
•PBX
•SMS
•Mobile broadband

Messaging

Data Services

•Workflow management
•SMS reminders
(appointment/medication)
•Interactive patient
questionnaires

•Electronic Health Records
•Personal health Records
•Images

<그림 1>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모바일 산업 역할 (출처 :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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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M services
•Patient monitoring
•Applications
•Devices
•Identity

▶

Government

Health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활용 기술이 장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비접촉식 NFC(Near Field Communi
cation)나 2D 바코드 스캐닝 등이 그것이다.
모바일 사업자들은 특정 네트워크에 수백만 대의
기기를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최적화해 왔다. 헬스케어 공급자 및 모바일

Legislators
Regulators
Legal systems
Ministries

Health system
Healthcare works
Medical supply chains
Patients

기여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휴대폰에는 실제로

m-Health
applications
m-Health
Service
delivery

Technology

Software developers
Mobile operators
Handset makers

Mobile
platforms

Health
funding

Finance
Banks
Insurance com.
Private investors
Donors
Individual users/
households

사업자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솔루션
수명주기 전체에 걸친 완벽한 서비스 공급 방법을
구축했다. 이는 기존 모바일 네트워크 및 시스템

<그림 2> 모바일 헬스케어 생태계 (출처 : Dalberg research and analysis)

내에서 모바일 헬스 솔루션의 통합·극대화를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인증 요구사항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 시장 현황
네트워크 사업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모바일
헬스 서비스 영역과 범위를 제시해 왔다.

이는 시장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의 시장 진입은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하는데 필요한 광역 인프라스트럭처에

그러나 서비스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특정한

매우 종속적이다. 또한 인프라가 대부분 잘 갖추어져

솔루션에 한정되어 있어 원인 파악과 함께 주요 시장

있지 않다. 의료 종사자를 위한 많은 모바일 헬스

이해관계자 그룹의 폭 넓은 채택이 요구되고 있다.

솔루션은 고정된 지역 네트워크에서 활용하도록

최근 상호운용성 표준화 측면에서는 긍정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은 매우

설계된 시스템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작업해야 하는
맞춤형 솔루션들이 대부분이다.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면, CHA(Continua Health

PHR(Personal Health Record, 개인건강기록)

Alliance)에서는 2년 전 흔히 통용되는 대부분의

시장은 기업 솔루션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다. 대부분

소비자용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인증

PHR은 소비자와 특정 헬스케어 공급자 간의 연결을

프로그램을 개시했지만 현재 인증된 기기의 건수는

통해 특정 기업 솔루션 접속을 제공하는 포털들이다.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모바일 헬스 비즈니스 아키텍처는 공급자

모바일 헬스 서비스 현황

중심의 헬스케어 보상 메커니즘 업무에 반영되어 왔다.  

보건의료정보 또는 보건의료 콘텐츠 서비스

즉, 관련 솔루션들은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효과적

공급자들은 포괄적인 임상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고 효율적으로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아니라 고객 요청에 근거한 의료지식을 제공한다.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효율성

이러한 서비스들은 환자에서 비 임상 백엔드 서비스에

개선에 초점을 맞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전체

이르기까지 요청 또는 응답 모델 상에서 보통 한

모바일 헬스 산업의 범위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방향의 정보흐름을 가지며, 환자기록이나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 법규나 규정도 모바일 헬스 시장

시스템에 연결하지 않고 지식베이스에 연결한다.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

이러한 서비스들은 물리적 헬스 서비스나 초고속

운영자 및 부품 벤더들을 포함하는 많은 잠재적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방적

이해관계자들은 개방형 표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고 선제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수혜자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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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health
through reach, affordability,
quality assurance, matching resources,
behavioral norms

Outcomes

Multipliers

•ICT literacy
•Health literacy
•Health training
•M&E

일정관리 솔루션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시스템에

•Complimentary
m-services
•Complimentary capital
investment
•ICT maintenance repair
capacity

M-Health
Service
delivery

이나 병원정보 시스템에 연결되어 환자 출석 개선,
수술과정에 대한 환자 인식 개선, 반복적 오더 프로
세스 자동화 등과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율성을

Outputs

Inputs

원격으로 접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환자 관리시스템

Health system
needs
Healthcare best
practices
Procurement
&supply chains
Cultural attitudes

Policies
& Strategy

Related
Infrastructure

증대시키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들은 민감한
Financing

Network installation
Distribution channels
Research&development

Regulation
& Standards

임상정보나 환자 임상기록에 접근할 필요가 없어 동의
관리 및 환자 승인 등과 같은 복잡한 이슈를 피할 수

Leadership
& Governances

Communication
& Education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헬스케어 전용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모바일 헬스케어의 요소로 약속 리마인더,

<그림 3> 모바일 헬스 성과 프레임워크

진료 리마인더, 진료 오더, 증상 기록 등과 같다.

(출처 : Dalberg research and analysis)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된 시스템들의 목표 시장은
보건의료기관과 최종 소비자들이다. 기술적인 관점
또는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 등이 될 수 있다.

에서 보면 헬스케어 및 일정관리 서비스는 한 방향

한 방향의 정보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자

정보시스템보다 복잡하다. 리마인더나 오더가 정확

는 양방향 헬스 솔루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하게 생성 및 접수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

기술적 이슈들을 피할 수 있으며, 환자의 신원을 인식

신원, 보안 및 비밀유지 등의 요소가 이슈화되고 있다.

할 필요도 없다. 또 환자를 돌보는 전문의에 대한 보안

헬스케어 및 일정관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임상의사

또는 동의 등을 관리할 필요도 없다. 모바일 운용자는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임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데이터 통로로서 역할을 하면 되고 서비스 공급자들은

리마인더나 행정업무용으로만 활용된다. 이 때문에

고객과 연결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고차원의 상세 표준을 요구하는

모바일 헬스 생태계 내에서 헬스케어 관리 또는

Clinician

Sensor

임상 백엔드 시스템이나 특별한 임상코딩 그리고 고

Mobile
module

PHR

Clinician`s EHR

Data Storage
and analytics

Not hosted mobile
service provider

Embedded Mobile Health Device
Patient

Clinician

Mobile network

Mobile
app`1

Clinician

SMS

Handset based Mobile Health solution
Patient

<그림 4> 모바일 헬스 시장 영역에서 서비스 범위 (출처 :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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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Services

Clinician

Web appl`
/SMS
Information
Consumer

Mobile
network

Information services

Knowledge base

Mobile
Device

<그림 5> 보건의료정보서비스의 기본적인 한 방향 정보흐름 예시 (출처 : GSMA)

정밀, 고 신뢰 임상 메시징 및 통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저장소와 연계된 데이터보호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가독 형식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HL7 및 IEEE 11073 표준은 모바일 헬스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송메커니
즘은 모바일에 적용되지 않으며 코딩 표준은 저출력

모바일 헬스케어 메시징

기기에서 다루기 힘들다. 이러한 기존 표준들이 모바일

현재까지 모바일 헬스 전반에 걸쳐 표준화 수요를

시스템에 완벽하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루는 단일 표준화 기구는 없다. ISO에서 두 개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A,

하위 레벨 기기 간 기본적인 2진 데이터 형식의

IHE(Inter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s) 등과

생체정보 전송을 위한 표준들(IEEE 11073계열 표준)을

같은 기관에서 프로파일에 표준을 그룹화하고 데이터,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들은 확보된 데이터

보안 및 메시징 표준 등을 조합해 시험인증 솔루션과

형식을 정의하기 위해 개별 SNOMED(Systematized

함께 제공하고 있다. IHE프로파일과 CHA가이드라인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전자

에는 HL7, 블루투스, IEEE 11073 표준 적용과 함께

의무기록을 위한 용어시스템) 임상코드를 포함하고

모바일 헬스 솔루션 핵심요소인 보안, 암호화 및 인증에

있으며, XML데이터 타입을 활용해 HL7(의료정보교환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표준규약 HL7) 등과 같은 헬스 메시지 세트를 포함해

그러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완벽한 상호운용성 표준

Service order and
appointment request
Patient
administration
system

Scheduling
app`

Patient

Web portal /
SMS

Mobile
network

Scheduling
management service

Embedded Mobile
Health Device

Administrator

Reminders and confirmation

<그림 6> 임상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방향 일정관리 체계도 (출처 : G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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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operability Integration Profiles(IHE)
Communication
Standards(IEEE 11073)

Communicaton
Standards(HL7)

Communication
Standards(DICOM)

Clinical Coding Standards (SNOMED, LOINC…)
Testing and Certification Bodies (IHE, Continua Health Alliance…)
<그림 7> IHE, CHA의 표준적용 프로파일 및 시험인증 프로그램 관계도 (출처 : GSMA)

셋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모바일
헬스 솔루션을 위한 공통 통신표준 의견수렴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유연성이 부족해 상호
운용성을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다.

이루어져도 시장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에 대한
표준 활용도가 떨어지며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적용을

개방형 아키텍처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아키텍처는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헬스

강력한 통신표준에 의해 공급자 및 운용자들이

솔루션을 위한 요소들과 상호운용성 확보 방법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할

기술적 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 솔루션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모바일 헬스가 보건의료의

이 연결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정확한 운용을 위한

전통적인 의사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환자가 직접

프로그래밍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하는 트렌드를 만들며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는 의사결정지원,

높기 때문이다.

지식베이스, 작업관리, 계획 및 예약시스템 등 그

이러한 표준들은 상이한 활용 기술과 질병형태 등에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모바일 헬스에 있어서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 기존 모바일 헬스 서비스에서

청구 및 비용관리 옵션도 거래, 메시지, 서비스 등 그

현재 IEEE 11073, HL7 및 DICOM 등의 표준이 가장

기반이 되는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서비스

HL7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DICOM 표준이 이미

HL7 표준은 상당한 개정이력을 가지고 있

징 장비 벤더 및 헬스케어 IT조직 간에 범용

IEEE 11073 표준은 일차적으로 의료기기

는 표준이지만 메이저 버전인 2 및 3은 다른

적으로 수용되는 수준에 있지만 활용에는 어

로부터 측정된 데이터의 전송과 관련된 것으

메이저 버전과 호환이 안 된다. 이는 HL7에

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DICOM은 의료

로 여러 의료기기 종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합하다고 하는 두 시스템 간에 연계성

이미징에 있어서 기술적인 상호운용성을 직

하위 표준들의 개발과 함께 핵심 제공사항의

(connectivity)이 결여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접적으로 다루는 것이지 임상업무흐름을 유

변경이 필요 없도록 유연성 있게 설계됐다.

마이너 버전 번호를 제공해 이론적으로는 이

용하게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나 아키텍처는

전 버전과 호환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아니기 때문이다.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다.

DICOM

IEEE 11073

CHA
CHA는 개인화 의료 및 웰니스 관리를 위

IHE

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IHE는 헬스케어 산업의 애플리케이션과

을 증진하기 위한 개인 연결 헬스케어 솔루션

and

무결절 생체 의료정보전달을 위한 공통 프레

시스템 확립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3대 주요

Communication in Medicine)은 의료영상을

임워크 개발을 위해 조직됐으며, 헬스케어 이

사업 즉, 만성질환관리, 노인건강관리 및 의

취급, 저장, 인쇄 및 전송하기 위한 표준으로

해관계자들과 함께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료·체력관리 등에 있어서 상호운용적 원격

DICOM 파일은 두 독립체 간에 이미지를 받

개발하고 있다. IHE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

의료기기 및 서비스 시스템 확립을 위해 활동

아 환자 정보를 DICOM 형식화 할 수 있도록

지는 않으며 특정 임상 요구를 다루는 데 모

하고 있다.

한다. DICOM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폭넓게

호성을 없애고 있다.

DICOM(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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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ng&cost management

Decision support Knowledge base
Service costs

Traction costs

Care pathway

Service directories

Customer billing Vs. insurer billing Vs. other

Service management

Provisioning, deployment, upgrading Fault management

Consent management

Consent to access Consent to share

Security management

Authentication service

Configuration management

Record sealing

Encryption-data transmission

Encryption-data at rest

Patient IDs
Identity management

Identity maps

Device IDs
Billing IDs

Identity management

Clinical coding

Data and records

"Classic" EHR

Records management

Communications

Identity and Access

services

Health application

Service interfaces

Device software services

Messaging

Device communications

Mobile-only health record

PHR

SNOMED
ICD-10
LOINC

Networks

Common web services

High bandwidth Vs. low bandwidth

Custom application interfaces

Health messaging (JL7, DICOM, IEEE11073)
Network coverage

PAN/LAN/WAN

관리는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는

<그림 8> 모바일 헬스 솔루션의 아키텍처 요소
(출처 : GSMA)

기기 레벨에서 명확하게 저장 및 관리되지 못한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긴밀히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코딩 관련 표준으로는 SNOMED CT, LOINC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요한 요소로는 준비, 배치,

등이 있다. 헬스케어 메시징의 상호운용성 표준에 대한

업그레이드 애플리케이션, 결함관리, 설정관리 등이

불확실성이 있지만 더 낮은 수준의 통신표준에 대한

있다.

모호성은 매우 적은 편이다. OSI 모델(Open Systems

신원확인 및 접속 관리에 있어서 환자동의 관리,

Interconnection model)은 통신의 각 수준에서 기술적

정보보안 관리, 신원확인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동의에

표준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대한 관리는 전자건강시스템 및 환자기록에 대한 동의

있으며, 기존 표준을 분류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개념, 즉 법규 및 환자와 관련된 접속, 공유 및 기록

공급자가 통신표준에 대해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방법

봉인 등 다양하다. 환자 비밀유지는 환자 데이터의

을 제공한다. OSI 모델에서 미디어 레벨을 관리하는데

비밀보장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규정한 많은 기준들이

일차적인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HIPPA와 HITECT 규정, EU의

스트럭처에 걸친 인터넷 프로토콜 표준을 활용하는

데이터보호 Directive 등이다.

것이다.

메커니즘은

기존

셀룰러

인 프 라

모바일 헬스 솔루션의 정보보안 수준은 법적인

모바일 헬스 영역에서 통신 네트워킹 및 전송

요구사항과 개인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역별

레이어를 지원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

규정 등에 의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보안요구사항은

그러나 연계 기기 유스 케이스, 즉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암호화, 승인 등 많은 기술적 사항들을 포함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는 헬스케어 센서의 경우 수신

하고 있다. 신원확인 관리는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데이터에 대한 관리 능력에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지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헬스케어 정보 공유에

헬스케어 기기 프로파일은 최근 블루투스 SIG

있어서 중대한 고려 사항으로 비밀보장과 관련 있을

(Special Interest Group)에서 HDP(Health Device

뿐만 아니라 진단 오류를 피하고 환자에 대한 정확한

Profile)를 보급하고 있으나 새로운 모바일 기기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모바일 헬스 솔루션에

블루투스 스펙 내에서 HDP의 적용은 제한적이다. 저

있어서 기기 및 사용자 식별코드는 일반적으로 모바일

출력 모바일 헬스 기기에 대해서는 블루투스 Low

기록에서 환자 기록으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

에너지 개발이 고려되고 있으며 최근에 블루투스 SIG

사용되는데 환자 식별코드 및 전체 환자 이력은 모바일

에서는 단거리 무선기술을 활용하는 생체 감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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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unit
Host layers

Media layers

Data
Segments
Packet
Frame
Bit

OSI Model
Layer
7. Application
6. Presentation
5. Session
4. Transport
3. Network
2. Data link
1. Physical

Example
HL7
EDIFACT, DICOM, IEEE 11073
ebXML
UDP, TCP
IP
UMTS
IEEE 802

<표 1> 모바일 헬스와 연관되는 OSI 모델 개요

연계를 위해 두 건의 신규 개발자 스펙에 대한 완성을

표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IHE 프로파일은 폭 넓은

공지한 바 있다. 의료용 온도계 프로파일 및 심박수

전자건강기능 부분을 다루고 있다. PKI와 같은 암호화

프로파일이라 불리는 스펙이 블루투스 4.0 판에 첫

메커니즘 및 표준들은 잘 확립되어 있으며 GSM

번째 모바일 헬스 프로파일로 공지될 것이다.

셀룰러 네트워크 표준은 명확하고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개발자

모바일 헬스 산업 및 표준화 전망

들이 부딪히는 두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최근 추세로는 모바일 헬스 아키텍처 솔루션이

기능성 측면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과 일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표준화 측면에서는 구조

제한된 요소들도 있어 표준 적용률이 매우 낮다는

적인 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준이 점차 확대

것이다.

되고 있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이한 표준 및 인증 조직이 상이한 보장사항을

헬스케어에 적합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장 사항을 간단히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표현하면 HL7에서는 표준을 개발하고 공유한다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모바일 헬스 솔루션이 개방적

하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검증하거나 인증하지 않는다.

이고 상호운용적인 생태계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IHE는 plugfest 행사 등을 통해 솔루션이 IHE

발전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프로파일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잘 정의된 표준과 적합성 프로파일이 존재하고

plugfest 행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임상 메시징, 임상 코딩 및 통신관련 표준도 개발되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객관성 결여가 문제이다.

있으며 다양한 무선인터넷 표준 역시 잘 확립되어 있기

또한 Continua는 제품이 프로파일 내 표준에 적합한

때문이다.
이러한 표준의 범위 내에서는 개발 요구사항이 명확

것을 확고한 인증 프로세스와 함께 최고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하지만 한정된 종류의 기기와 기능에

하며 문서 및 사례들이 제공되고 있어 산업이 시작될

대해서만 인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여건은 충분하다. 그러나 표준의 적용범위가 부분적

한계이다.

으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표준의 적용범위를

헬스케어 IC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화는

벗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 복잡성이 드러나는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것이며, 시스템 전반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추가

통한 단기적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모바일

개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헬스분야가 대량 판매 시장이 되려면 상이한 플랫폼과

CHA 스펙은 높은 기술적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많은 헬스케어 생태계시스템

HL7, 블루투스 HDP, IEEE 11073 및 Zigbee 통신

플레이어들을 모바일 운용자가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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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림 9> 통합 엔진을 활용한 표준화 관계도 (출처 : GSMA)

방법은 모바일 네트워크와 헬스
케어 시스템 간에 강력한 중앙
집중형 통합 엔진이나 모바일 헬스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게이트웨이는 서비스의 모바일
컴포넌트와 헬스케어 공급자
조직에서 사용되는 기업용 시스템

e.g.HL7 v2.6

Mobile
core
network

Mobile
module

Sensor

Mobile Health
Capabilities

Mobile Health Device
Operator`s existing capabilities

Hospital 1
Mobile Health
Integration
Component

Hospital 1

e.g.Another

Pharmacy
Ins.Com.

Mobile Healthcare Capabilities

•Subscription management
•Customer care
•Authentication
•Billing
•SIM control
•SLA/QoS

•Healthcare workflows
•Healthcare call center
•Healthcare storage
•Device management

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

Customized Interface to enable
integration in current platforms

Standardized approach using
Healthcare standards

통합 컴포넌트는 다양한 형태를

e.g.HL7 v3

취할 수 있으나 헬스케어 시스템과
모바일 네트워크 및 기기 간의
기술적 갭을 좁히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브릿지 포인트의 생성은 모바일
헬스케어 공급자가 솔루션을

Medical
device

단순화하여 표준화된 서비스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이뤄 이익을
낼 수 있게 할 것이다.

Patient

Clinician

Embedded Mobile Health
Medical
device

Patient

Patient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네트워크
어떻게

통합할

Information
Services

Decision support Knowledge base

services

Commun
ications

Data and
records

Consent
management

Consent to share

Security
management

Authentication

Messaging communications(IEEE11073)
Networks
Records
management

Traction costs

Bandwidth
"Classic" EHR

Record sealing
Encryption
messaging(HL7)

Network coverage
PHR

Mobile-only health record

Service directories

Customer billing Vs. insurer billing Vs. other

Provisioning, deployment, upgrading Fault management

Service management
Identity
and
Access

Service costs

Billing&cost management

Care pathway

Configuration management

Identity
Identity maps
management

Patient IDs
Device IDs
Billing IDs

Service
interfaces

Data
standards

Device software services
Common web services
Custom application interfaces
SNOMED
Clinical coding

ICD-10
LOINC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와 함께
법규 및 규정과 관련된 중요 정보

Administrator

Administration
Services

Handset based Mobile
Health Solution
Information receiver only

아키텍처 내에서 모바일 헬스
솔루션들을

Clinician`s
EHR

Data storage and Not hosted mobile Clinician
analytics
service provider

Mobile Health Solution
(built, using open
standards)

Health application

을 통한 아키텍처의 정의, 설계 및
관련 표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Payers, insurers,
pharmacy, public health

Mobile
network

Mobile
module

더 큰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Operator

Mobile
module

Embedded Mobile Health

네트워크 운영자 및 기기 제조자
는 기존 네트워크 및 기기로부터

Personal
Health
Records

Mobile
module

<그림 10> 모바일 헬스 하이 레벨 참조 아키텍처 (출처 : GSMA)

와 모바일 헬스 솔루션의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한 기술이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 획득을 위해 ‘plug and play’

필요하다. 모바일 헬스가 최대한의 잠재역량을

기기들을 지원하는 공통 인터페이스와 백엔드 솔루션들

확보하려면 헬스케어 시스템 아키텍처가 개방형이어야

간에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기반 상호운용성

하며,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헬스케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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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개최

정밀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이다
제42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정밀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는 매년 정밀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인물에게 시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정밀기술의 재도약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편집자>

▲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은 유공기업 수상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1377년 고려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을 인쇄했다. 직지심경이 1972
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인들은 1455년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믿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조들은 정밀한 손기
술을 바탕으로 유럽보다 앞선 금속활자를 만들어 냈다. 타고난 손기술에 창의성과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보
여줬다.
정밀기술이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밀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부터 스마트폰, LCD, 반도체, 항공기 등 첨단산업까지 우
리나라 제조업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직지심경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산업이 정밀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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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정밀기술의 중요
성을 인식해 1970년대부터 ‘정밀산업기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2개 기업과 30명 유공자 포상
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한 정밀산업기술대회가
지난 10월 26일 정밀산업 관련자 4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
스룸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지식경제부 기술표
준원이 주최하고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한국산업
기술원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 4 00여명이 참석한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 유공기업 명단
훈격

대통령상

업체명

대표

분야

㈜한산리니어시스템

이재홍

기계요소

㈜서전기전

홍춘근

전기전자

태양금속공업㈜

한우삼

정밀측정개발

㈜카스

김동진

정밀측정개발

㈜신한금형

박태민

기계요소

삼성에스디아이㈜

박상진

정밀측정개발

㈜나눔테크

최무진

전기전자

㈜대우건설

서종욱

정밀측정개발

대윤계기산업㈜

서인호

정밀측정개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준양

정밀측정능력

㈜대광평

김재웅

기계요소

화인폴리머㈜

이철호

전기전자

교정기술원㈜

문명희

정밀측정능력

㈜에이치시티

이수찬

정밀측정능력

케이티아이시시㈜

문종배

정밀측정능력

일신화학공업㈜

임동욱

재료화학

㈜우창카플링

문종석

기계요소

㈜오로스테크놀로지

최종립

전기전자

씨제이제일제당㈜

김철하

계량산업발전

예천청결고추영농조합법인

박성철

계량산업발전

㈜세스코

조순주

기계요소

엠케이씨코리아

조명기

전기전자

국무총리상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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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년 10월 26일 세종대왕께서 길이계와 부피계 계량 및 측정 단위의 표준을 설
정한 날을 기념해 해마다 10월 26일 개최되는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를 통해 정부는
정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산학연 전문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정밀산업기술 진흥을 위해 노력한 22개 기업과 30명의 유공자가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공자 부문에서는 영하 163도 조건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는 액
화천연가스(LNG) 선박용 특수접착제를 개발한 이성호 유니테크 대표가 동탑산업훈
장을 수상했다. 또한 자동차용 후륜 6기통 변속기 개발과 변속기 분야 측정기술을
구축한 김준연 현대파워텍 이사가 산업포장을, 이철호 화인폴리머 대표와 최연규
대윤계기산업 이사, 한호 한스머신 대표, 현철종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책임기술
원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업 부문은 C5급 소형볼 스쿠류의 너트 제조 공정을 5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시
킨 한산리니어시스템(기계요소)과 SF6가스를 압축공기로 대체해 친환경 축소형 배
전반을 개발한 서전기전, 볼트 전용 정밀측정을 위해 디지털 영상 측정기를 개발한
태양금속공업(정밀측정개발)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광현 기술표준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밀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연구
기관, 근로자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밀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인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측정기기의 교
정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밀산업과 관련한 R&D,
창업, 수출 등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영하 163도 조건에서도 기능을 유지하는 LNG 선박용 특수접착제를
개발한 이성호 유니테크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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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광현 기술표준원 원장은 정밀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연구기관,
근로자 혼연일체가 되어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 유공자 명단
훈격

업체명

직위

성명

동탑산업훈장

㈜유니테크

대표이사

이성호

산업포장

현대파워텍㈜

이사

김준연

화인폴리머㈜

대표이사

이철호

대윤계기산업㈜

이사

최연규

㈜한스머신

대표이사

한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기술원

현철종

㈜거산

대표이사

고대웅

SK하이닉스㈜

수석

김태훈

국방부공군군수사령부

공군 원사

조경구

㈜아이닉스

대표이사

황정현

㈜세진아이지비

대표이사

박용수

㈜서전기전

이사

이병성

㈜세니온

이사

문상용

㈜두성로보텍

대표이사

김덕신

㈜우창카플링

대표이사

문종석

제5정밀측정시험소

원사

곽성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연구원

차훈종

제1표준측정시험소

원사

송태운

기아자동차㈜

기사

이현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

남궁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기술원

이영희

씨엠에스센터㈜

팀장

박정훈

여수농업협동조합

과장

김남희

대전광역시 중구청

지방공업 서기

박준배

서울경찰청

경위

곽병만

춘천시청

지방공업 주사

진대규

상록구청

지방행정 주사

목영현

용인시청

지방기능 7급

이진원

㈜우영메디칼

대표이사

이영규

케이티아이시시㈜

그룹장

김용석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2012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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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

지속가능 성장을 견인하는
‘표준’의 중요성 공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지난 10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2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술표준원은 2012 세계 표준의 날 메시지를 공유하고, 표준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표준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 포상했다. ‘2012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현장을 가보았다. <편집자>

▲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
들과 함께 세계 표준의 날 기념
퍼포먼스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Less waste, better results Standards increase efficiency
낭비는 적게, 성과는 크게 표준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2

012년 세계 표준의 날 메시지다. 표준을 통한 효율성 향상은 낭비를 최소화
하여 최근에 직면한 지속가능 성장과 경제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경쟁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성공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표준의 역할’을
강조한 2012 세계 표준의 날 메시지를 발표하고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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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한 표준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윤상식 지식경제부
차관, 이희범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
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계 표준의 날은 1946년 10월 14일에 주요 선진국
25개국이 런던에 모여 단일 표준 협력을 위해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결의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국제 표
준화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
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1970년부

▲김
 황식 국무총리는 “표준을 선점하는 것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지름길로
통한다”며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 매년 10월 14일을 세계 표준의 날로 지정해 이를 기
념하고 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 167개 회원국별로

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은 이해성 전주대 교수가 ‘인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

전자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표준시

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에서 우리나라가 표준을 주도해 나가는 활동을 소개
해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선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

표준의 필요성과 중요성 알린 프로그램
표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시작된

다. 또한 표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스토리로 한 개그콘
서트팀의 표준 홍보 공연이 이어졌다.  

2012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은 표준화 성공사례 발표, 표
준 홍보 공연 등의 식전행사로 표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본 행사인 정부 포상, 치사, 표준
의 날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하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이 빠
르게 확산되면서 관세중심의 무역규제는 사라지고 표

표준화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제전기기

준을 포함한 기술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하

술위원회(IEC)에 인쇄전자분야 기술위원회(TC)를 설립

고 있다. 전 세계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경쟁력을

▲ 근정포장을 받은 이해성 전주대 교수가 다양한 실례를 들어 인쇄전자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개그콘서트팀이 생활표준을 주제로 표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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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은 2000년부터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높이는 것 못지않게 자국의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기

교육·양성, 국가 표준정책 수립 등에 기여한 공로로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해성 전주대 교수는 국내

인식하고 국제표준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배전의

최초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인쇄전자분야 기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위원회(TC)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았다. 이외에도 류승문 동연시스템 회장과 조덕호 한국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세계가 따를 수 있도

건설생활환경시험원 부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서상수

록 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천

현대중공업 팀장과 이재영 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송권

기술과 특허를 국제표준으로 연계하여 세계 시장의 주

섭 정원주철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표준화 R&D 예산을 22% 증액하고 우리
가 개발한 원천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R&D와

단체부문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테크
스피어가 대통령 표창을, 스테코와 서울시 품질시험소
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특허 그리고 표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종

이외에도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대회’와 ‘표준화 우수

합 추진체계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표

성과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표

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만큼이나

준 인재양성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소년 표준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중

올림피아드대회’에서는 울산마이스터고, 천안중앙고 등

요한 점을 감안해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4개 팀이 금상(장관상)을 받았다. 기업의 우수 표준화 성

기구 진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표준·인증제도에

과 발굴을 위해 진행한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존재하는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들도 개선하여 기

는 SK하이닉스반도체팀이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총 11개

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가 금, 은, 동상을 수상했다.

세계 표준의 날 본 행사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세계

한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국제표준화 활동

표준의 날 메시지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 뒤 표준화 활

촉진에 기여도가 큰 표준전문가에게 수여하는 ‘IEC

동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1906 Award’에 우리나라 표준전문가 2명이 선정되는

했다. 개인부분에서는 강병구 고려대 교수가 표준인력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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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의 날 정부포상 유공자 (훈장 1, 포장 1, 대표 2, 국표 3, 장표 24)
훈 격

성명

홍조근정훈장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

노호성

근정포장

이해성

전주대학교

교수

대통령
표창

류승문

동연시스템

회장

조덕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서상수

현대중공업

이재영

산업기술대

송권섭

정원주철

대표

이석상

코스틸

공장장

김도식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송일민

영원중학교

김매리
이광현

국무총리
표창

지경부장관
표창

소

속

직 책

훈 격

성명

소

속

직 책

방재시험연구원

과장

유경곤

한국타이어

부공장장

박승호

삼호엔지니어링

전무

부원장

김창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과장

팀장

임완규

한국석유관리원

선임

교수

김기웅

대우조선해양

차장

김지향

디지털도어록제조사협회

팀장

이시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부장

센터장

김용원

한국설비기술협회

차장

교사

이종봉

한국네빌클락

선임

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원

최재옥

충북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창

부장

송동수

풍전비철

부사장

이만석

삼부건설공업

차장

이상훈

방위사업청

주사

김진태

에이스침대

부장

김재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별정직4급

박성진

창원우편집중국

주사

박재현

중소기업청

팀장

임승옥

전자부품연구원

책임

지경부장관
표창

■ 표준의 날 정부포상 유공단체 (대표2, 국표2, 장표7)
구

분

훈

격

대통령 표창
표준화
부문

국가표준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단체표준화대상

KS
인증
부문

KS인증대상

▲ 개인부문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하는 김황식 총리

지경부장관 표창

지경부장관 표창

단체명

대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심윤수

테크스피어

최환수

스테코

최시돈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차광재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최병구

삼표

홍성원 외 2

성신양회

김영찬

포스메이트

공윤찬

신한일전기

김영우

홈센터

박춘만

파인테크닉스

최정혁

▲개
 인부문과 단체부문의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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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대회 수상자
훈

격

학교명

교

사

학

생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최경식

김지수

김정진

김문주

천안중앙고등학교

박상호

박상헌

김희수

현동기

대전갑천중학교

정경숙

안재용

김한주

조동연

인천산곡중학교

오재견

최형우

이지환

신민영

장관
(금상)

■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 (장관상 11팀)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기업부문
(대기업)

SK하이닉스반도체
(벌떼카이스트팀)

세방전지
(창원생산본부 품질경영팀)

포스코
(전기강판품질관리팀)

기업부문
(중견중소기업)

투모로플러스
(매직팀)

에몬스가구
(에코스마트팀)

에이시에스
(다봄·표준개발팀)
한영넉스
(큐엠에스기반구축TF팀)

공공부문

전자부품연구원
(MFAN팀)

해군2함대
(2정비대대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통신표준연구팀)
한국전력공사
(Kepsby팀)

■ IEC 1906 Award 수상자 (장관상 2명)
이름 / 직책

소속

분야

현승민 책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TC 47(반도체 소자)

홍용택 교수

서울대학교

TC 110(디스플레이)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대회 수상자와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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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표준
서 광 현
기술표준원 원장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은 말이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더 나은 성과를

‘도량을 통일’하는 칙령 반포다. “표준을 소유한다”

창출하는 것, 고대부터 지속되어 온 표준의 역할

는 것은 정치적·사회적 권력, 즉 왕의 권위와 신의

이다.

위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표준을 통하여 기업은 산업과 사업의 절차를 효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표준은 보다 보편적인 의

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품을 단기간에 최소 비

미를 획득한다. 제품표준이나 공정표준을 통해 생

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표준을 통해 확보되

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켰다. 우리나라도 마

는 상호 운용과 호환성은 신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찬가지다.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 후 표준은 생

높인다. 동시에 소비자의 요구도 충족시킨다. 소비

산성 향상과 품질 혁신에 기여해왔다. 표준이 가져

자들은 표준화된 제품표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표

다준 품질 향상이 수출 확대에 기여했음은 물론이

준을 통해 확보된 안전성을 믿고 제품을 사용할 수

다. 산업표준화 50년, 우리나라가 9번째로 무역

있다. 규제기관은 적합성을 제시하는 수단이나 시

1조 달러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의미가

장과 소비자 친화적인 규제의 근거로 국제표준을

깊다.  

사용할 수 있다.

오늘날 표준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

마지막으로, 국제표준에 내포된 최첨단 기술의

다. 제조업 중심의 제품·공정·서비스 표준에서

노하우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이가 ‘공정하

벗어나 환경, 안전, 보안, 금융, 사회시스템 등 전

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개별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생산성뿐만 아니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

라 조금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표준으로 변화하

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고 있는 것이다.

표준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인류를 풍요롭게

표준이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지금도, 표준은 여
전히 권력이다. 세계 무역량의 80%는 국제표준의

만드는 데 기여한다. 더 지속가능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영향 아래 유통된다. WTO는 각 국이 표준과 인증
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을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위기는 기회라 했다. 현재의 위기 앞에서, 표준이

하고 있다. 표준이나 인증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록 하기 위해서다.

나라는 비록 표준화 후발주자였지만, 표준의 발전과
함께 세계 9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표준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두고, 2012년 세계 표준의

통하여 2조 달러 무역대국이 되는 대한민국, 인류의

날 메시지는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낭비는 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

게, 성과는 크게-표준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옳

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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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우리들의 리그’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은 짧은 기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수익을 올리는 국제 표준화 활동은
경쟁력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표준화 사업에 인문과 사회과학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경영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연과학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표준분야에서 필자는 매우 이질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그렇듯 외부로부터의 이질적인 입력이 없다면
조직은 궁극적으로 와해되기 쉽다. 물리학에서 닫힌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그 계는 무질서해지고 와해되는 것과 같다.
필자가 표준화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 것은 2006년이었다. 당시
산업자원부 표준품질과 주무관이 기존의 표준화 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요청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프로젝트는 2005년 말까지 총 41개로 타 기술개발사업에 비하여 사업비도
많았으며, 사업기간도 긴 편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국제 표준화 성과는
매우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업이 세미나나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제표준 신청 및 제정을 위한 사업은 13건에 불과하였고, 수임과
관련 없는 사업도 39건이나 되었다.
물론 이들 사업의 수행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수행은
열심히 하였으나 그 성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끔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게임에 지고 나서 열심히 했다는 말로 면피하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점수를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표준화 사업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야했다.
조직구성원의 행동은 조직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변한다. 표준화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기준이 현재 표준기술력
향상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표이다. 물론 필자가 제안한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지금껏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자평해 본다.

국제 표준화 성과 높이며 질적 성장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것은 109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지만,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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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표준화는 자연과학자나 엔지니어만의 리그였고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표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영역이 융합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과 과연 우리가 넣고 있는 골(Goal)이 제대로 된

나라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한 109건의 국제

골인지를 생각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해외의 기업이나 연구소, 혹은

기술수준에서 국제표준과 관련된 현재의 위상은 2006

대학과 연계한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년의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않았나 본다. 이제는 양적

국제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적 안목이 결여된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것이다.

국제 표준화의 질적 성장이란 국제 표준화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시장에서의 평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융합 필요
발명(Invention)은 엔지니어의 몫이나 혁신(Inno-

현재의 양적 성장에 방점을 찍은 평가방식이 아닌 질적

vation)은 경영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의

성장에 초점을 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다시 언급

표준화에는 엔지니어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술표준이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근 국제 표준화 성과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활용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사회과학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109건 중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표준은 산업의 경쟁력뿐만

사업화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표준은 어느 정도

아니라 좀 더 넓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인가를 살펴보았다.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은 2건, 많이

해소하는 데도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숨

봐줘도 3건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

가쁘게 산업발전만을 해왔던 나라에서 삶의 질을 고민

는지 살펴보았더니 평가기준에서 사업화에 대한 내용

해야 하는 나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런

이 전혀 없었다.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주체 세력은

의미에서 인문과학적 관점에서 표준은 어떤 의미를

대부분이

지니고 지금까지 사회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앞으로

시험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사업성을 고려하는 기업체의 적극

사회발전과 통합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기업체가

나아가야 할지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참여 기업은 100% 한국

생각한다.

기업이었다. 물론 연구기관들도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한국 연구기관이다.
필자는 가끔 수업시간에 우리나라가 섬나라인가

지금까지의 표준화는 자연과학자나 엔지니어만의
리그였고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표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사회

아닌가를 학생들에게 묻는다. 섬나라 일본이 오늘날

과학과 인문과학의 영역이 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표준화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리그

고립된 사람의 인식으로 ‘우리들끼리’라는 의식이 너무

로서 용광로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이 그

강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려스럽게도 현재 우리

용광로를 만드는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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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준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개최

표준 기술력
향상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의 ‘場’
(사)표준학회와 기술표준원은 표준 관련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와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11일,
‘2012 표준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83개의 표준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표준 기술력 향상 선도를
위한 활동 정보를 공유한 자리였다. <편집자>

▲ 8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 표준학회 추계학술대회

표준학회는 세계표준 주간인 지난 10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2 표준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1년 국가표준 R&D 사업인 국가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
과 참조표준 성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표준연구 결과와 42개의 포스터 발표로 진
행된 ‘2012 추계학술대회’에는 표준 분야 전문기관 및 관련 전문가, 산업체, 연구소, 대
학 및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술표준원 서광현
원장의 특별강연과 함께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열렸다.

표준기술력 향상 성과와 참조표준 등 83편의 연구 논문 발표
표준·표준화에 대한 산학연의 학술연구 및 활동 내용을 공유한 2012 표준학회 추
계학술대회는 오전에 참조표준, 적합성, 의료/방재/화학, 전기차/기계/로봇/선급 세
션과 1개 포스터 발표 세션이, 오후에는 참조표준, 적합성, 정보/통신, 전자/전기/
▲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서광현 기
술표준원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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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통신 세션과 1개 포스터 발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논문 발표는 각각 30
여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국가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과 참조표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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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위해 4개의 발표장을 바쁘게 오갔다. 특히, 전기차/기
계/로봇/선급분야의 표준 및 표준화 활동 내용을 발표한 세션은
참석자들이 대거 모여들어 해당 분야의 국제표준 동향에 대해
산업계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합성 세션에서
<한중 FTA의 TBT 협상 전략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김동휴(연
세대 국제대학원) 씨는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경
우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며 기술표준원의 TBT 사이트(www.knowtbt.kr)를 통해 각
국의 기술규제 정보 및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조표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강기훈 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서광현 기술표준원 원장은 <표준 기술
력 향상 사업의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한 연구결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서광현 원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시
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사업과 국제 표
준 연계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표준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표준 선점을 위해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생활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
며 표준의 중요성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활표준 활동에

▲ 적합성 세션도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열린 개회식에서 박상희 표준학회 회장은 “표준학회의 학술대회는 표준관
련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 및 표준전략 수립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산·
학·연·관 모두가 관심을 갖고 표준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가 글로
벌 표준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활동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총회도 개최, 백영남 경희대 명예교수 2대 회장으로 선출
표준학회는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하며 정기총회도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2
년 표준학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2대 회장으로 백영남 경희대 명예교
수를 선출했다. 백영남 신임 회장은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화 활동에 표준학
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표준학회는 표준·표준화에 대한 학술연구 및 학계와 소비자의 표준인식 제고를
통한 표준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지난 2011년 1월에 설립되었다. 표준학회는 연간
2회에 걸쳐 학회 논문지인 <표준과 표준화 연구>를 발간하고 봄과 가을에 학술대회
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외 심포지엄 주최 및 산업체, 연구소, 대학의 인적 네
트워크 구축을 통한 표준분야의 학문과 정책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표준학회 학술대회가 “국내·외 표준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
화하고, 기업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표준관련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
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학회 활동에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대 표준학회장으로 선출된
백영남 경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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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D를 가다
글_ 장태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구관리팀 팀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무와 발전방향

21세기 초일류 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송재빈)은 2010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출범한
시험인증기관이다. 최첨단 시험연구설비와 숙련된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그리고 40여 년간 시험인증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건설재료, 건축
및 생활 환경, 생활용품 및 완구의 안전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편집자>

▲ 유아용 카시트 안전인증 시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2008년 11월, 최초 지정 이래 현재 22개
전문분야에서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활동하고 있다. KCL은 정부에서 민관으
로 이관한 KS 16,978종의 약 12%에 해당하는 2,077종의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
한 ‘실내 오염물질 저감소재 및 건축자재의 성능 평가방법 표준화 연구’, ‘레저스포츠
(등산) 및 주방용품 분야의 표준개발 연구’,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 에너지투
과율(G-Value) 및 창 유리용 필름 표준개정 연구’ 등 건설재료, 생활안전, 에너지환경
분야 등 최근 3년간 약 40여 건의 표준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했다.
KS 표준(안)은 제정 9종, 개정 86종 등을 수행했으며, 현재 제정 11종, 개정 48종이
진행 중이다. 종이 및 펄프, 포장, 조적조,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문 및 창 분야
등 6개 분야의 국제표준화 간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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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과 ISO TC 61 의장단 회의

▲ GLP 시험

목재 플라스틱 바닥판과 인조잔디 안전성 표준화 주력
플라스틱 분야는 KCL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주력사업 분야이다. 대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군으로 산업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다.
KCL은 해외 선진기관과 비교해 미흡한 국제표준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
하기 위해 플라스틱 분야 중 목재 플라스틱 바닥판(WPC Deck Floor Boards)과 인조
잔디의 내후 안정성에 대한 표준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
원 사업을 통해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 TC 61, 플라스틱 분야)에 국
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목재 플라스틱 바닥판 시험법의 경우 국제표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조잔
디 UV 복합스터드 시험법은 신규항목으로 제안(NWIP)됐다. KCL이 이번에 제안한
‘Test Methods for WPC(Wood Plastic Composite) Deck Boards’와 ‘Artificial Turf
UV combined stud abrasion Test Method’는 우리나라의 보유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표준이다.

삶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화 활발
실내공간, 생활용품 및 완구의 안전 분야는 최근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와 환경오염
으로 인해 각종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을 제공하고, 범죄로부
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분야이다.
KCL은 ‘국민의 삶 속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
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시험방법에 대
한 표준화 및 평가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범죄예방 관련 제품의 시험방법과
성능평가기준을 표준화했다. 또한 국가 간 무역 활성화에 따른 제품성능평가의 통일
성을 위해 국제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활, 환경,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유해물질평가와 안전인증업무의 지속
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날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의료, 바이오) 제품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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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안전성 평가 및 표준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이 극대화된 제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첨단 IT
기술이 융합된 건축물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험표준 및 성능평가방법이 요
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 최고의 건설 관련 시험 인프라를 갖춘 KCL은 안전한 생활공
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품질의 친환경성 및 저탄소 등을 갖춘 제품개발
과 이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표준 및 평가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KCL은 국제수준의 표준을 제공하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약 100여 건의 정책 및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
해에 대비, 집중호우로부터 건축물 침수를 방지하는 차수 제품에 대한 표준 제정(KS
F 2639)과 성능평가설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MOU 체결 통한 경쟁력 향상
표준화 활동은 기술분야별 전문성과 최첨단 설비 및 유능한 표준화 전문인력을 통
해서 가능하다. KCL은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역량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질을 평
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시험 인프라의 확충, 상호인정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
고, 표준화 전문인력에 대한 능력배양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ISO 등의 국제표준과 KS 등 국가표준에 비해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한
단체표준의 증가에 발맞추어 단체표준화 및 민간표준화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KCL은 국제 표준화 및 시험·인증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네덜
란드, 독일, 중국 등 10개국 23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시험검사 및 인증산
업의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교류, 관련 분야의 최신 기술협의 등을 통해 상호 협

COSD 관련 주요 연구활동
표준기술력 향상사업

학술연구용역

- 실내 오염물질 저감소재 및 건축자재의 성능 평가 방법 표준화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의 설치검사 중복해소 및 개선방안 연

연구(10.04.01~13.03.31)
-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자재 표준화 및 보급확산 연구
(10.04.01~13.03.31)
- 나노제품와 지원형 나노안전성 표준기술 연구 및 지원체계 구
축(12.06.01~17.05.31)
- 인조잔디 내구성 평가를 위한 UV 복합 스터드 마모 시험법 국
제 표준화 연구(12.06.01~14.05.31)
-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 에너지투과율(G-Value) 및 창 유
리용 필름 표준 개정(12.06.01~14.05.31)
- 자동차 내장부품 소재의 휘발성 유해물질 분석방법 표준화 개
발(10.07.01~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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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12.05.11~12.10.10)
- 생활화학용품에 함유된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12.04.16~12.11.30)
-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도자기질 타일의 동적 마찰계수에 관한
연구(12.03.25~12.12.24)
- PVC, PS 재질 등 기구 및 용기, 포장 중 이행 우려 모노머 등 안
전성 재평가 연구((12.02.15~12.11.30)
- 레저스포츠(등산) 및 주방용품 분야의 표준개발 연구
(11.02.15~11.12.31)
- 플라스틱 관류 표준화 연구(11.03.01~11.11.30)

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시험인증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을 위해 MOU 체
결 및 협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CL은 구성원 개개인의 경쟁력 확보와 표준화 능력 배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며, 다국적 시험기관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 평가 등의 제도도 개선했
다.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차별화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놀
 이시설 안전검사

있다. 이를 통해 KCL은 최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세계적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시
험인증 표준에 적합한 21세기 초일류 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포석이다.

<표> COSD 지정분야 현황(총 표준수 : 2,077종)
지정고시 및 고시일자

제2008-013호
(2008.11.11)

제2010-001호
(2010.07.21)

제2011-006호
(2011.05.02)

▲인
 조잔디 시험
지정분야

종수

방수재(ISO/TC59/SC68)

41

콘크리트(ISO/TC71)

176

창호재( ISO/TC162)

42

지반공학(ISO/TC182)

48

건물환경(ISO/TC205)

10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74

건설재료(ISO/TC179)

150

실내공기질(ISO/TC146)

96

시멘트(ISO/TC74)

42

유체수송용 플라스틱 배관계(ISO/TC138)

125

단열재(ISO/TC163)

15

스포츠 레저장비(ISO/TC 83)

151

완구의 안전(ISO/TC181)

11

가구 및 실내용품(ISO/TC136)

46

칼날류, 식기류 및 금속제 장식용 그릇(ISO/TC186)

22

건물용 유리(ISO/TC160)

32

안전유리(ISO/TC22/SC11)

2

유리용기(ISO/TC48)

23

종이, 펄프(ISO/TC6)

328

페인트 및 바니시(ISO/TC35)

38
내노화성, 내화학성, 내후성(SC6)

플라스틱(ISO/TC61)

▲전
 자파 장애시험 설비

▲ 유해물질 분석시험

11

발포플라스틱(SC10)
제품(SC11)
기타분야

22
19
452

포장

76

포장시험(SC3)

25

▲커
 튼월 시험

포장(ISO/TC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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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표시

ISO/IEC 17065로
제품인증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여
최근 ISO/IEC 가이드 65가 ISO/IEC 17065로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동안 세계 인증체계 및 기관은 ISO/IEC 가이드 65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업데이트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문구는 완전히 개정되었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되었다. <편집자>

지난 몇 년간 산업계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뢰성, 서비스, 절차(프로세스)를 증
명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동안 ISO/IEC 가이드 65:1996, 즉 제품인증시스
템 운영기관의 일반적 요구사항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인증 매뉴얼로 널리 입증
되어 왔다. 최근 새롭게 업데이트된 ‘ISO/IEC 17065:2012 적합성 평가 - 인증제품,
절차 및 서비스의 일반 요구사항’이 발간되었다.

누가 이익을 얻는가?
제품인증은 요구조건 충족 및 시장진출 확대 측면에서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또한 소비자 신뢰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규제기관에서는 안
전, 에너지, 전자기기 호환성 및 기타 기술규제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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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급업체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또 소매업자는 물
건을 판매하는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정하고 능숙한 운영 이뤄져야
제품인증은 제품, 절차 또는 서비스를 검사하고 시험
하여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관련 인증
기관에서는 공정하고 능숙한 방법으로 제품인증을 해야
한다.
제품인증은 가장 시각적인 형상을 띠고 있다. 소비자,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들도 제품이 시험을 통과하고 요구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을 인지한다. 따라서 인증기관들이 ISO/IEC 17065를 준수해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것은 능숙하고 공정하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품인증기관의 상
호인정을 책임지는 국제인정포럼(IAF)은 인증기관에서 새로운 인정을 받은 모든 인
a

증기관들이 이 표준을 따르길 권고하고 있다.
Special Report

The mark of
confidence
새로운 점

What’s new

ISO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는 ISO/CASCO 툴 박스로 알려진 표준 포트폴리
The IS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ISO/CASCO) has devel오를 개발했다. 이는 인증기관이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oped a portfolio of standards known as

ISO/IEC 17065도
재구성되었다. ISO/IEC 17065의 범위는 제품인증이 서비스, 절
Product
certification
takes
a leap
with
차 및 제3자의
적합성
평가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ISO/IEC
17065
표준의 정의도 재검토 및 개정되었다. 인증기관의 공정성 요구조건(4.1, 4.2항)도
the ISO/CASCO toolbox. The standards
share a common structure and content
where relevant. This makes them easier
to implement, particularly by certification
bodies that perform several types of activities. The format and presentation of the
new ISO/IEC 17065 has, therefore, been
restructured accordingly.
The scope of ISO/IEC 17065 clearly states
that product certification can be applied
to services and processes, and that it is a
third-party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y.
A new annex shows how the standard can
be interpreted specifically for services and
processes.
The definitions included in the standard have been extensively reviewed and
improved to avoid any misinterpretations.
The introduction of new definitions brings
clarity to the document and to the process.
Requirements on the impartiality (subclauses 4.1 and 4.2) of the certification
body have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Subclause 5.2 provides guidelines on the
mechanism for safeguarding impartiality.
These three subclauses will ensure that
certification bodies have the necessary
structures in place, and that their decisions
are carried out in conformance with the
standard’s requirements.
Guidance on the resources that certification bodies need in order to successfully
evaluate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is included in subclause 6.2. It refers to
testing and inspection activities as well
as others, where relevant. These have
been classified into those that are internal
to the certification body and those that
are used externally (outsourcing). All
activities should meet necessary requirements and be carried out impartially and
competently.
Clause 7 outlines the certification process logically from initial application to
evaluation, review, decision making and
surveillance. This approach, commonly
known as the functional approach, facilitates
implementation by the certification body.
Many of the requirements in ISO/IEC 17065
have been clarified based on feedback from
years of experience and formal interpretations of ISO/IEC Guide 65.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5.2항의 세이프가드 공정성을 위한 메커니즘 가이드라인 등
3개의 항목은 인증기관의 구조적 필요성 및 표준의 요구조건에 맞는 결정이라는 것

by Christian Priller

을 확신한다.

F

or years, industry has relied on certification as a means to create confidence in products, services and processes. Until recently,
ISO/IEC Guide 65:1996,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ensured that these certifications were
carried out in a fair and competent manner. But now a new standard
ISO/IEC
콘셉트 중 하나는 인증 체계 확립이다.
promises
to raise 17065의
the bar higher.

인증 체계(Certification scheme) 및 진행 중인 작업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Impartial and competent
세부 요구사항, 절차 및 운영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ISO/IEC 가이드 67 적합성

Although a high, but otherwise unknown,
number of certification schemes and bodies around the world successfully run their
product certification operations using
ISO/IEC Guide 65, after several years the
document needed updating. The text has
been fully revised, maintaining the proven
parts and improving it where necessary,
and the resulting standard published as
ISO/IEC 17065:2012,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bodies certifying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Product certification confirms that a product, process or service has been inspected,
tested and approved. But for this to be true,
the relevant certification body must operate
consistently in an impartial and competent
way. A product certification performed by
one certification body, should be equivalent
to that done by another when the same
product standard is used.
Product certification is probably the most
visible type, as many certification bodies
allow complying products to carry their
mark of conformity. Consumers, regulators
and other stakeholders then know that a
product has been independently tested and
meets the specified requirements.
It is, therefore, vital that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operate in accordance
with ISO/IEC 17065. This allows them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competent,
impartial and reliable.
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mutual recognition of accredited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has agreed on a three-year transition
period for certification bodies to demonstrate
conformity with the new ISO/IEC 17065.
All accredited certification bodies will have
to comply with this standard.

평가 - 제품인증의 기본조건(곧 ISO/IEC 17067 적합성 평가 - 제품인증의 기본조

Clause 8 explains the two options that
the certification body can use to demonstrate that it meets the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A certification body can decide, based
on its needs and specific circumstances,
whether it wishes to implement the specific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detailed in the standard (first option) or
to implement ISO 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system (second option). This two-option
approach i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ISO/IEC Guide 65. It is now included in
all ISO/CASCO standards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by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more than one programme.

All accredited
certification bodies
will have to comply
with ISO/IEC 17065.
A new informative annex (Annex A)
identifies principles for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and their activities. The principles are
those inspiring confidence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Key words are impartiality,
competence, confidentiality and openness,
responsiveness to complaints and appeals,
and responsibility.

건 및 제품인증 체계 가이드라인)이 두 개의 표준을 개발한 전문가는 일치성을 확보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ISO/IEC 17067은 체계 운영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증 체계를 개발

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ISO/IEC 17065는 기관을 위한 인증 제품, 절차 및 서비스

Who
benefits ?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ISO/IEC 17065는 5년간 작업의 결실이며, 전 세계 50여 명

Product certific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for businesses to show that
they meet requirements, and to increase
market penetration.
Through third-party activities, it is also
used to increase consumer confidence.
Regulators use product certification
extensively to verify minimum safety,
energy, electrical compatibility, and other
technical regulations.
Manufacturers can also use product
certifications as part of their criteria when
choosing suppliers. Retailers, as well, have
more confidence selling products that are
certified.

의 전문가들 노력으로 ISO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보통 표준을 발간한 처음 몇 년 간은 많은 질의를 받기 때문
에 우리는 유지 그룹(Maintenance Group)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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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schemes
One concept that ISO/IEC 17065 refers
to often is that of certification schemes.
By this, we mean all the specified requirements, rules and procedures that apply to
the product (or a group of products) for it
to be certified.
Aware that the guide on certification
schemes was being revised, ISO/IEC
Guide 67, Conformity assessment − Fundamentals of product certification (soon
to become ISO/IEC 17067, Conformity
assessment – Fundamentals of product
certification and guidelines for product
certification schemes), the developers
of both standards cooperated closely to
ensure consistency. The two documents
thus complement each other.
ISO/IEC 17067 gives guidelines, for
example, to scheme owners, and explains
how to develop a certification scheme ; and
ISO/IEC 17065 specifies the requirements
for bodies certifying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Ongoing work
The publication of ISO/IEC 17065 brings
to an end a project that has taken five years
to complete, received contributions from

©

STANDARDS OUTLOOK 해외 기술표준동향
글_ 이연범 에너지환경표준과 전문위원 + 자료 ISO

남아프리카공화국

ISO 50001 표준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ISO 50001 이행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편집자>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전략은 모두에게 알맞은 가격의 에너지

를 제공하고, 동시에 에너지를 사용이 인간의 건
강과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
발과 효율적 관행을 장려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
며 경제적, 입법적인 이니셔티브, 에너지효율 표시
제, 성능표준, 에너지 경영활동 및 감사 등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ISO 회원기관인 남아프
리카공화국 표준청(SABS;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은 에너지 효율성 이행을 위한 표준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SO 50001 산업 프로젝트 의식 개조
에너지 효율과 경영을 다루는 국제 표준은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의식을 새롭게 견인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청(SABS)은 풍력 터빈,

▲ ISO 회원기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청(SABS)은 에너지 효율성 이행을 위한 표준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체연료 자동차, 전기자동차, 가전기기 및 바
이오디젤과 같은 관련 주제는 물론 에너지 효율

및 경영에 관한 일련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SANS; South Africa National
Standard)을 발간하고 배포하였다. 대부분의 SANS는 ISO와 IEC 국제표준에서 채택
되었거나 부합된 것이다. 그중 가장 가치 있는 표준 중 하나는 에너지경영 시스템을
다루는 ISO 50001:2011이다.
ISO 50001은 에너지 효율 및 경영 관련 표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항목
으로, 향후 에너지 확보를 위해 기획한 국가에너지 효율성 전략과 같은 국가계획의
핵심 구성요소를 형성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산업계에서 ISO 50001 원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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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한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범적 사업을 실시했다.
2010년 착수한 산업용 에너지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가 그 일례로 토양처치연료,
화학연료 및 액체연료, 기계공학, 자동차 및 광물분야에서 에너지경영 시스템 관행
과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청(SABS)이
중심적 역할을 펼쳤으며 핵심 목표인 ISO 50001의 이행으로 각 공장의 에너지 경영
시스템과 맥을 같이 했다. 목표를 향한 상황이 프로젝트 사이클을 통해 감독, 평가,
지원되었으며, 참가 공장은 연간 시간당 8,7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절
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에너지 절감은 ISO 50001의 계획-실천-확인-조치
(Plan-Do-Check-Act) 접근법의 효율성이 증명된 것이다. 운영비용과 같은 추가
적 혜택과 환경적 성과증진 이외에도, 에너지 소비경감을 위해 산업계의 일치단결
된 노력이 주는 강력한 효과를 증명했다.
에너지 절약의 잠재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산업 및 상업분야는 ISO 50001 이행을
위한 주요 타깃이 될 것이다. SABS는 이번 표준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발
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후보 기업체들을 더 많이 찾아낼 계획이다.
자발적 실천과 ISO 50001의 혜택 공유
SABS도 2011년 Pretoria에 새로운 시험소 단지를 개관을 통해 솔선수범했다. 시
험소 시설의 에너지 효율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표준은 없지만, SABS는 전
세계 유사 시험소의 국제적 우수관행을 연구하기 위하여 건물 설계자, 건축가와 함
께 작업했다. 그 결과 시험소의 편의와 기능성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Green Star 1
등급을 획득했다.
산업에너지 효율성 증진 프로젝트와 같은 시범적 계획은 표준 부합화에 의해 추진
력을 얻었으며, 향후 잠재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결된 국가적 토대를 쌓았
다. 그 일환으로 SABS는 고객에게 ISO 50001 인증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인증받을 예정이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청(SABS)은 주변 지역에 ISO 50001의 혜택을 홍보
하기 위해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의 재정적 기부를 받아 2012년 6월 지역적 세
미나를 조직했다. SABS는 에너지경영과 에너지 효율 표준 및 남동부 아프리카 지
역 공공관청과 산업계 리더들의 ISO 50001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워크숍
대표사절에게 ISO 50001의 현황과 개발과정을 알렸다. 또한 에너지경영 이행에 관
한 경험공유를 위해 이 지역에 있는 산업계, 정부, 학계 출신 전문가를 위해 강연도
열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국가를 위시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수
단, 우간다에서 온 산업계 전문가들이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각 국가
의 기존 정책과 표준에 대해 토의했다. 그들은 정책 및 입법 그리고 시장의 인프라
스트럭처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차이점 분석을 수행하였고 ISO
50001 이행 우선순위 분야를 확인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청(SABS)
은 주변 지역에 ISO 50001의 혜
택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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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경영 표준 발행

ISO 21500, 프로젝트 경영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지침
프로젝트 경영은 큰 사업이다. ISO 21500의 도입으로 프로젝트 경영의 올바른 관행을 위한 효율성을 높여 투자 효과를
증대시키고 기업들의 국외시장 입찰이 쉬워져 기업 및 국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프

로젝트 경영에 관한 신규 표준인 ISO 21500(프로젝트 경영(관리)에 대한 지
침)을 발행되었다. ISO 21500의 도입으로 프로젝트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 효과를 증대시키고 글로벌시장 입찰이 쉬워져 기업 및 국가 이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SO 21500의 프로젝트 경영에서 좋은 관행이 되리라 여

▲ ISO 21500은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이든 경영 환경에
적합한지 규율을 이해하도록 한다

겨지는 높은 수준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경험 많은 관리자들뿐 아니라 새로
운 프로젝트 관리자들도 프로젝트 성공을 높이고 업무 성과를 올리는데 프로젝트 경
영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ISO 21500의 지침은 공공 조직, 민간 조직 또는 공동체 조
직을 비롯한 어느 조직에나 활용할 수 있고, 복잡성, 크기나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프로젝트 경영 연구원에서 의뢰한 앤더슨 경제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1개의 주요 경제 대국에서 2억 4천 4백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16년까지 동일 국가들에서 3억 2천 6백만 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표준 ISO 21500을 개발한 밀스 쉐퍼드 프로젝트 위원회 의장은 “ISO 21500
은 어느 조직에 있는 사람이든 경영 환경에 적합한 규율을 이해하도록 한다”면서 “프
로젝트 경영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지침의 역할을 할 것
이다”고 말했다.
ISO 21500의 부수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선된 프로젝트 발주를 위한 프로젝트와 조직 간의 지식교환 도모
•일관된 프로젝트 관리 용어 사용으로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입찰 프로세스 촉진
•프로젝트 경영자들의 유연성으로 향상,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능력 향상
•보편적인 프로젝트 경영 원칙과 프로세스 제공

칼 베스트 프로젝트 위원회 간사는 “점점 세계화되는 경제에서 경영자들이 프로젝
트 경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데 지침이 필요하다”면서 “ISO 21500은 프로젝
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
는다”고 밝혔다. ISO 21500:2012 프로젝트 경영 지침은 프로젝트 경영 프로젝트 위원
회(ISO/PC236)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ISO 국가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ISO 중
앙사무국의 ISO 스토어나 마케팅 및 정보통신부를 통해 140 스위스프랑(167,327원)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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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백송이 전문위원 + 자료 www.iec.ch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USB-IF 시방서를
IEC 국제표준으로 승인
IEC는 자유로운 데이터 접속과 충전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B-IF(USB-Implementer Forum)의 기술 시방서 4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로써 데이터 전송과 충전에 관한 국제 표준 이용과 상호 정보 처리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편집자>

USB

-IF 시방서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USB 표준으로 여겨진다. IEC
는 4개의 USB-IF 시방서를 채택하고 승인했으며 4개의 시방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에 채택된 USB-IF 기술 시방서는 고속 USB(USB
2.0) 시방서, USB 케이블 및 커넥터 시방서 v2.0, USB 배터리 충전 시방서 v1.2, 마
이크로 USB 케이블 및 커넥터 시방서 v1.01이다.
대부분의 WTO(세계무역기구) 회원은 전자·전기 기기 및 시스템에 관한 법과 규제
를 제정할 때 기술적인 기준으로 IEC 국제 표준을 이용한다. IEC 국제 표준에 USBIF 시방서가 포함됨으로써 기술 업계 내에서 USB 브랜드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기관이 IEC 표준에 의거하여 조달 절차를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조
달 분야에서 USB 기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USB-IF 시방서는 새롭게 승인된 IEC 62680 표준, 데이터 및 파워에 대한 보편적인
버스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었다. 이 표준은 IEC/TC 100에서 개발되었고 현재 IEC 회
원국의 대표 표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번 IEC와 USB-IF 간의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추가적인 USB 시방서가 IEC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열렸다.
IEC 사무총장이자 CEO인 론니 아밋(Ronnie Amit)은 “IEC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
게 데이터 전송과 충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USB-IF와
협력하고 있다. USB 시방서를 다양하게 채택함으로써 IEC 표준이 더욱 폭넓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슈이치 마츠수무라(Shuichi Matsumura) TA
14의 기술 담당 매니저는 “IEC와 USB-IF 간의 협력으로 USB-IF의 시방서를 국제
적으로 알리고 지지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번 조치
를 반겼다.
한편 USB-IF 회장이자 최고운영책임자인 제프 라벤크래프트(Jeff Ravencraft)는
“USB-IF 시방서가 IEC 표준으로 포함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데이터 전송
과 충전 분야에서 USB-IF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협력에 더
불어 IEC와 USB-IF는 추가적으로 USB의 시방서를 IEC에 포함하기 위해 협력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

▲ IEC 국제표준에 USB-IF 시방서
가 포함됨으로써 기술 업계 내
에서 USB 브랜드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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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준화기관 생명공학분야 신규 제안

ANSI,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에 대한
코멘트 요청
독일 표준화기관(DIN)은 생명공학분야의 신규 TC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제안에는 생명공학분야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편집자>

▲ 생명공학 TC는 아이디어를 표준화 작업에 통합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할 것이다

독         

일 표준화기관(DIN)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생명공학의 신규 기술분야 제
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표준협회(ANSI)는 관련자들에게 이번 제

안에 대한 코멘트를 2012년 9월 2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안된 작업분야는 생명공학 분야의 표준화를 다룸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승인
되는 용어 및 정의, 분석적 진단방법, 국제적 호환성을 위한 컴퓨팅 기기와 기술, 그리
고 데이터 통합 등을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계나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활
발하게 참여하여 생명공학 제품, 기술, 절차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 분야 작업을 수행하도록 신규 기술위원회(TC) 설립에 대한 제안도 포함했다.
생명공학 TC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표준화 작업에 통합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해 중복
과 충돌을 최소화해 관련된 기타 위원회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해당 분야 이해당사자들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ANSI의 국제정책국장인 Steven
Cornish(scornsih@ansi.org)에게 2012년 9월 21일까지 관련 코멘트를 제출하면 된
다. ANSI는 제출받은 모든 코멘트를 취합하여 동 제안서에 대한 ANSI의 권고서와 함
께 ANSI ISO 위원회(AIC)에 제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관련 문건은 제안 마감일인
2012년 10월 25일 ISO에 제출될 것이다.

42

기술표준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글_ 심명현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문위원 + 자료 CPSC 웹사이트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

자석 장난감의 새로운 안전기준 발표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자석 장난감으로 인한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기준의
규칙제정공고를 발표했다. <편집자>

2009

년부터 2011년까지 자석 장난감
에 따른 사고건수는 약 1,700건

에 달하며, 그 중 약 70%가 4살부터 12살까지의 어
린이 사고로 밝혀졌다. 해당 자석 장난감은 어린이
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스트레스 완화물, 퍼즐, 조각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지만,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제품이다.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는 자석 장난
감과 관련한 새로운 안전기준(16 CFR Part 1240)
(안)에 대한 규칙제정공고(NP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CPSC는 제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기준을 제정
하게 되었다. CPSC 관계자는 “어린이가 소형이며
자력이 강한 낱개의 자석을 여러 개 삼킬 경우, 신체
내부의 장기 안에서 자력으로 인해 복부와 장에 구
멍이 뚫리거나, 장폐색, 폐혈증, 사망 등으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장난감을 구입
할 때 자석이 부착되어 있는지, 집 안에 자석을 사용
하는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겨 아이의 안
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기준(안)에 따르면, 크기가 작은 자석 측
정용기(실린더 모양)에 완전히 들어가는 자석을 포

▲ 장난감을 구입 할 때 자석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함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되는 자석은 모두 미국의 완구안전성 관련 규정인
ASTM F963-11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자속지수(Flux index)가 50 이하
여야 하며, 이에 부적합할 경우 시판할 수 없다. 강제적으로 적용될 이번 안전기준은
자석 크기와 자성 강도 등 제품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CPSC는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의견을 송부할
전자 메일 등은 NPR에 기재되어 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NPR 내용은
홈페이지(www.cpsc.gov/magnets)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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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뉴스

KTR | 국
 내외 유명 학술지 논문 게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의 고

인리스 재질 물림쇠에 부식 및 파괴가 발생

장원인분석 연구논문이 해외 유명 학술저널

하여 연결이 불량해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에 게재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통해사고부품의 열처리 조건불량으로

손상고장원인 및 관련연구 분석을 전문으
로 하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 인

▲KTR 기술컨설팅팀에서 제출한 고장원인분석
SCI 논문

탄화물이 형성되어 부식이 발생하고 결국
파괴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규명했다.

용 색인) 논문저널 「Engineering Failure

「Engineering Failure Analysis」는 엔지니어

Analysis」는 KTR 기술컨설팅팀에서 제출한 ‘

링 재료의 특성, 구조, 구성요소, 기계, 제조,

급수배관 조인트 내 부품의 금속학적 분석’

항공, 토목, 화학, 부식 및 설계공학 상호 관련

을 게재했다.

분야까지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저널로

논문에서 기술컨설팅팀은 파이프 배관의
연결부로 사용되는 조인트 내 부품인 스테

고장원인과 관련해 미국 및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용도가 높은 권위지이다.

KTR | 벤처 국방마트 참가, EMP 사업 홍보
시설 시험평가 업무 홍보를 위해 전자파연
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EMP 주요장비 전
시 및 EMP 시험을 시연하고 군 및 기업 관
계자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13회를 맞은 벤처 국방마트는 141개
사, 280여 부스가 참가해 개인장비를 비롯
한 화생방, 소방, 차량, 보안, IT 등 방산업체
군수물품 전시와 기업 상담회 등으로 구성
됐다. KTR은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EMP 방
호시설/필터 시험 및 평가 설비를 갖춘 국가
▲ 벤처 국방마트 부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KTR

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국가 주요 기간 시
설의 EMP 방호능력 평가와 국내 EMP 필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대
전시와 육군본부 주최로 충남 계룡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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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벤처 국방마트에 참가했다.
KTR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EMP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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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개발 연구지원 등 국내 기업의 경쟁
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KTR | LED 조명 시험기준 및 PSE 세미나 개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0월 19
일 수원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에서 LED 조
명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KC 형광
램프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시험기
준 및 PSE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에는 일본시험인증기관인 JET, 기술표준원,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청 등 분야별 전문
가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110여 업체, 210여
명의 제조업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JET 소개(JET 요코하마 시험
소장) ▲일본 PSE 제도 및 시험방법 (KTR

▲국내 KC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시험기준 및 PSE 세미나

그린LED팀 최경수 대리) ▲KC 형광램프대체
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시험기준(기술표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PSE 시험규격의 이

LED램프-컨버터내장형 시험기준에 대해

준원 김종오 연구관) ▲서울시 LED보급 정책(

해를 돕는 한편, 시험규격 등 참석자의 질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제

서울시청 장만수 팀장) 등으로 진행됐다.

사항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기

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

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KC 형광램프대체형

소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KTR은 세미나를 통해 제조업체의 일본

KTR |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10
월 22일 (사)한국도시광산협회와 공동으로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
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광산 산업 활성
화 세션과 도시광산 처리시스템 표준화 세
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100여 명의 관계자
가 참석했다.
KTR은 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도시광산 산업의 전문가
를 초청해 ▲도시광산 자원의 분석기술
▲WEEE의 재활용 기술 ▲도시광산 현황 및

▲KTR은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원화 기술 ▲디스플레이 산업 폐자원 재
자원화 개발 현황 ▲도시광산 자원(전자스

KTR 소재평가팀 한상원 과장은 주제 발

크랩) 처리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결과 보고

표에서 도시광산 자원(전자스크랩)의 문제

순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으로 표준안을 제시

했으며, 발표 후 기업의 의견수렴 시간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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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 볼트 시험방법 국제표준 채택 눈앞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개
발한 고강도 패스너(볼트) 시험방법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물리적 특성 및 결함 여부는 대형 철구조물

를 NWIP(제안)으로 채택하고 만장일치로 차

의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기 총회에 토의 결과를 반영한 기술검토

KTR은 단기간에 볼트의 수소취성에 대한

(CD)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KTR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표준

민감도를 획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기성 KTR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고강

화기구(ISO TC2, 패스너 분야)에 참가해 자

SSRT(Slow Strain Rate Test : 저변형 속도법

도 볼트의 수소취성에 대한 민감도 측정 시

체 개발한 ‘고강도 볼트의 수소취성에 대한

측정) 시험방법을 개발, 고강도 볼트를 장기

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발판을 마

민감도 측정 시험방법’을 발표했으며, ISO

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등

련했다”며 “이 기술로 우리나라는 고강도

위원들은 이를 채택, ISO 신규 표준규격으로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볼트 등 패스너 분야의 국내외 평가시장에

추진키로 했다.

KTR은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 대표들에게

고강도 볼트는 고층건물, 교량 및 건설용

신규 규격안으로 SSRT 시험방법을 제안했

철구조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연결 볼트로

으며, ISO 참가국 대표들은 토의를 거쳐 이

서 선진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ITI 시험연구원 | 상
 해 시험실 개소
해 시험실 개소를 환영했다.
FITI 시험연구원은 국내외 14개 사무소를
설립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험, 검사, 연구, 인증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상해 시험실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 및 외국 바이어들에 대한 근접지
원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내의 동종 시험검사 기관 중 최초로 독자적
인 역량을 통해 설치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FITI 시험연구원 노문옥 원장은 “글로
▲ FITI 시험연구원은 독자적인 시험 서비스가 가능한 상해 시험실을 개소했다

벌 시험기관과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최고
의 시험기관으로써의 발돋움을 위해 상해
시험실을 시작으로 거점 지역에 제2, 제3의

FITI 시험연구원이 중국 상해시 청포구 서

추고 독자적인 시험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

시험실을 개소할것”이라며 “내실있는 시험

전진 화서공로에 총 1,400㎡의 규모의 시험

난 10월 26일 열린 개소식에는 대한민국 총

실 운영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소를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상해 시험실

영사관과 중국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의

분야별로 투입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

은 60여종 100여대의 첨단 시험 장비를 갖

내·외빈이 참석하여 FITI 시험연구원의 상

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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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 성균관대와 업무협약 MOU 체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은 10월 26일 성균관대학교와 상호발전과
업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KTC는 성균관대학교와 상호교류 협력체제
를 구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기술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력사항은 ▲공동연구개발 사
업의 추진 ▲연구 인력의 상호교류 ▲연구
관련 자료 및 상호교류 ▲연구 및 시험 장
비, 기타 설비의 공동 활용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등으로 미래의 국가

▲KTC와 성균관대는 상호발전과 업무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심윤수 원장은 “KTC의 우수한 연구개발

이 합해지면 기술적 자원에 대한 경쟁력은

인력과 성균관대학교의 창의적인 인적 역량

물론, 융·복합화 추세에 있는 산업의 시너

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TC | 2012년 세계 표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10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 표준의 날 기
념식에서 유공단체 표준화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최근 3년간 26개 국제표준기
술위원회를 운영하고 347종의 국내 산업표
준을 제·개정하는 등 국가표준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국제 표준
화 활동과 글로벌 인증시험을 확대해온 것
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심윤수 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
상을 계기로 ‘국제표준 전쟁’에 대비할 수 있
도록 분야별로 표준화 활동과 시험인증 업
무를 재점검하고, 국제적 수준의 표준개발
협력기관과 종합 인증시험기관으로 부상할

▲KTC가 유공단체 표준화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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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의 史記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④

정의와 덕을 추구하는 인간관계
사마천은 일찍이 <사기> 곳곳에서 이해에 기반한 잘못된 인간관계를 꼬집는 명언들을 많이 남겼다. 이번 호에서는 세상사
이치에 맞는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언 구절을 소개한다. <편집자>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는 이해관계가 알파요 오메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인간 활동의 양과 질이 그 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물질만능의 사회현상이 심화될수록 이해관계가 인간관계의 질을 결
정하는 것은 물론, 모든 관계를 이해관계 안으로 종속시키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런 관계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초래할 수 있다. 철두철미하게 물
질만능에 기반한 이해관계가 인간의 내면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의 한계
기원전 680년 춘추시대 정(鄭)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여공(厲公) 돌(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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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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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리에서 쫓겨나서 역(櫟)이란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여공은 복위를
위해 대부 보하(甫瑕)를 유인하여 협박했다. 이에 보하는 자신을 풀어주
면 복위를 돕겠다고 했다. 여공은 보하와 맹서하고 그를 놓아 주었다. 보
하는 정자(鄭子)와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여공을 맞아들여 복위시켰다.
보하는 큰 상과 높은 자리를 기대했으나 여공은 “네가 군주를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며 그를 죽였다. 보하는 “은혜를 갚기는커녕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고 항변하며 죽었다. 이에 사마천은 논평에서 잠언을
인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기술표준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로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
“이권리합자(以權利合者), 권리진이교소(權利盡而交疏).”

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져

“권세와 이익으로 손을 잡은 자는 권세와 이익이

있다.

다 하면 서로 멀어지기 마련이다.”(<정세가>)

사마천은 한나라 초기
반란을 일으켰던 진희(陳

바야흐로 권세와 이익을 위해 서로서로 손을 잡는 시

豨 )란 인물을 평가하는

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잡았던 손은 언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실

그랬냐는 듯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빠질 것이

제를 따르지 못하는 명성

다. 권세와 이익을 마다할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권세와

의 허구를 꼬집고 있다.

이익이 인간의 모든 것을 사로잡지는 못한다. 더욱이 권
세와 이익이 다 하면 남는 것이라곤 추한 싸움뿐이다. 이

“진희는 양나라 사람

제 우리는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과, 정작 추구해야

이었다. 그는 젊었을

할 것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때 자주 위공자 신릉군

▲ 사마천이 잠들어 있는
사당과 무덤 전경

(信陵君)을 칭찬하면서 그를 사모했다. 군대를 거느

명분을 뒷받침하는 실질

리고 변경을 지킬 때도 빈객을 불러 모으고 몸을 낮

‘명실상부(名實相符)’라는 말을 흔히 입에 올리지만 정

추어 선비들을 대접하니 명성이 실제를 앞질렀다.

작 ‘명실이 상부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주창은 이 점을 의심하였다. 그래서 보니 결점이 매

이름(명성)과 실질이 맞아떨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우 많이 드러났다. 진희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최고 통치자 무령왕(武靈王)은

두려워하던 차에 간사한 무리들의 말을 받아들여 급

복장을 비롯한 조나라의 풍속 전반을 개혁한 개혁군주

기야는 대역무도한 행동에 빠지고 말았다. 아아, 서

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기원전 381년 조나라를 제외

글프다! 무릇 어떤 계책이 성숙한가 설익었는가 하

한 동방의 여섯 개 나라 중 다섯 개, 즉 한·위·초·

는 점이 사람의 성패에 이다지도 깊게 작용하는구

제·연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왕(王)이란 호칭을 사용하

나!”(<한신노관열전>)

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나라 무령왕은 여전히 군(君)이

   

란 호칭을 고집했다. 무령왕은 조나라가 아직 왕을 자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명성이 실제를 앞지르는 사람이

칭할 만큼의 국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자들은 마치 양파같아 벗기고 나면 아무

다. 그러면서 무령왕은 “무기실(無其實), 감처기명야(敢

것도 남는 것이 없다. 실속 없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스펙

處其名也)”, 즉 “그만한 실질이 없이 어찌 그만한 명분

에 현혹되어 이들에게 너무 많은, 혹은 지나친 명성을 우

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리가 갖다 바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해보자.

<장자>(소요유)에 보면 “명성(이름 또는 명분)은 실질

세상사 이치는 늘 평범하여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의 손님이다(명자실지빈야名者實之賓也)”라는 대목이

그리고 일쑤 무시하거나 무시당한다. 하지만 세상사 이

나온다.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은 이름(명성)과 실질이

치를 무시해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그것은 기본이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칭찬만 들리는 사람

고 상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사 이치를 거슬러서

은 일단 의심해보라’는 말도 나왔는데, 사마천은 ‘명성

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행세할 수 없다. 사악함이

이 실제(실질)를 앞지르는’ 사람들을 두고 ‘명성과실(名

정의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요사스러움이 덕을 이길

聲過實)’이라 했다. 이 말의 속뜻에는 명성이란 것이 흔

수 없는(요불승덕夭不勝德)’(<봉선서>) 것처럼 세상사

히 실제보다 부풀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명성만으

이치는 늘 정의와 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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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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 10월 19일
•TBT 통보문 건수 : 24개국 111건 (부록•수정문 포함 34개국 159건)

<국가별 통계>

50

<대분류별 통계>

국가

건수

국가

건수

분류

건수

남아공

4

칠레

1

교통/안전

10

노르웨이

1

캐나다

3

기계

2

뉴질랜드

1

케냐

9

기타

12

대만

1

쿠웨이트

2

농수산품

1

멕시코

4

태국

4

바이오환경

1

모잠비크

4

터키

1

생활용품

10

미국

9

트리니다드토바고

1

소재나노

1

베트남

1

한국

17

에너지

7

총합계

111

브라질

9

전기전자

16

사우디아라비아

5

정보디지털

4

스웨덴

1

화학세라믹

16

스위스

1

총합계

111

싱가포르

1

아랍에미레이트

2

에스토니아

1

에콰도르

1

요르단

17

유럽연합

4

이스라엘

5

인도네시아

1

기술표준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주요
내용

미국┃G/TBT/N/USA/414/Add.2

저배출 차량(LEV: Low Emission Vehicle) 프로그램, 버먼트주 대기오염 억제 규정
[교통/안전] 자동차┃ 환경보호부의 대기오염억제부(Air Pollution Control Division)를 통하여 자원청은 저공해 차량(LEV)법에 대한
개정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 표준 규정을 참고로 개정안을 부합화했다. 버몬트주는 1996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자동차 배출 표준을 채택했고 자원청은 정기적으로 LEV법을 캘리포니아 배출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했다. 버몬트의 LEV법
개정안은 2015~2025년 모델의 오염물질 기준과 2017~2025년 모델의 온실가스에 대한 자동차 배출 표준 차세대안(개정된 제로 배출
자동차 요건, 향상된 자동차 라벨링 요건)과 기존 자동차 온실가스 표준 개정을 채택, 기존 승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표준 개정했다.
※ 미국의 배출가스 규제는 크게 연방정부의 Tier-2 규제를 따르는 지역과 캘리포니아주의 저공해차 규제(LEV II: Low Emission
Vehicle)를 따르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2008년 3월 캘리포니아주는 순수 ZEV 차량의 의무 구성비율을 낮추는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우대 적용할 수 있는 개선 AT-PZEV(Advanced Technology Partial ZEV)를 추가함으로써 ZEV 규제 일부를
완화한 바 있다. 現 수출 차종들은 판매지역의 배출가수 규제를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품목(HS Code)

승용차(8703)

對 발행국 수출액 8,631,554(천불, 2011년 기준)

뉴질랜드┃G/TBT/N/NZL/64

표준 초안 AS/NZS 60076.99:20XX 전원 변압기: 배전변압기 및 발전변압기의 최소 에너지효율기준
(MEPS)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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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과 부합화 일치(KS C IEC 60456:2007)된다.
품목(HS Code)

변압기(8504)

對 발행국 수출액 6,809(천불,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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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알자
정리_ 편집실

에너지 단위

에너지와 일의 단위는 같다
이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재미있는 단위이야기>를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에너지는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며

㎏×{3×108㎧}2=3.6×1020J(줄)이다.

변하게 하는 원동력을 말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다양한

일의 단위는 줄(J)과 N·m(뉴턴 미터)가 있다. 10N(뉴

종류로 존재하나 그 정확한 양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에

턴)의 힘으로 수레를 10m 움직였다면 이 때 사람이 한 일

너지가 물질을 변화시킨 변화량은 측정할 수 있다. 에

은 10N×10m=100Nm가 되고(일=힘×거리), 이것을

너지는 물질의 처음과 나중의 변화 상태를 위해 한 일

100J(줄: 일 또는 에너지 단위)라고 한다. 이 단위는 열

과 같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다.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끊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의 종류는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불에너지,

1mL의 물(1g)을 1℃ 올리는 데는 1cal(칼로리=4.2J)의

지열에너지, 화학에너지, 조력기계에너지,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가 필요하며, 물 1㎏을 1℃ 올리는 데는 1kcal(=

다양하다. 이 중 가장 큰 에너지는 태양에너지이다. 태양

4200J)이 필요하다.

은 거대한 핵융합 반응기로서 1초에 4톤의 물질을 에너지

즉, 짐수레를 10N(뉴턴)의 힘으로 밀어 수레를 10m

로 바꾼다. 이는 대략 TNT 920억 메가톤의 에너지와 맞

움직였다면 100J의 일을 한 것이 되고, 이 에너지는 물

먹는 수치이다. E=mc (질량×빛속도 )의 공식으로 태양

1g을 23.8℃(=100/4.2) 올리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와

이 1초 동안 생성하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E=4000

같은 양의 에너지(=100J)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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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에 계속

따뜻한 기술이 만드는 따뜻한 사회
“사람, 자연, 과학기술이 융합된 따뜻한 과학기술을 추구해야 한다.
아직도 과학기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아니다.”
<이인식, ‘따뜻한 기술’ 중>
기술은 단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것일까?
현대의 기술은 사람 및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자체로 소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수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기술개발은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를 낳았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을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을 위해
수화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화상통화 기술,
재난 상황 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위치정보 기술,
사하라 사막에 숲을 만들어 생명을 살리는 녹색 기술 등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직결되는
‘따뜻한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형 발전의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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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