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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심국가로 가는 변화의 전략, 프로젝트 경영 표준

프로젝트 경영은 변화의 수용능력, 창조적 혁신, 유연한 대응능력 등을

갖춤으로써 전략적 목표 이상의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업무방식. 변화가 곧 생존인 시대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역군인 해외건설과 중공업, 조선 등은 대표적인 프로젝트 산업이다.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 경영 국제표준이 ISO 21500!

세계 중심국가로 가는 변화의 전략,
프로젝트 경영 표준
글_ 서광현 기술표준원 원장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가 곧 생존인 시대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나 공공기관도 변화에 민감한 효율적
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커졌다. 다양한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거나 프로젝트화된 업무방식으
로 개선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프로젝트 경영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변화의 수용능력, 창조적 혁신, 유
연한 대응능력 등을 갖춤으로써 목표 이상의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업무방식이다. 그런데 프로젝트
는 제한된 자원과 인력, 예산, 시간을 가지고 수행하는 비반복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잠재적 리스크
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경험을 통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
계적인 프로젝트 경영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계획과 진행 과정을 원활하게 관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의 성과관리는 기존의 관리방법과 프로젝트 경영 기법을 접
목시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라 프로젝트의 글로벌화도 가속되고 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진행하는 프로
젝트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여건 속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은 마치 서로
다른 교통체계가 혼재하는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처럼 곳곳에서 많은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
이다. 즉, 프로젝트 팀 내에서 서로 다른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프로세스와 방법이 서로 다르다면
팀 내의 갈등과 프로젝트의 혼란이 가중되어 높은 효율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프로젝트 경영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1500이 탄생하게 된 연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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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준은 제품이나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경영, 사회시스템, 서비스 등 그 적용 분야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4년여 동안 전 세계 50여 개국이 모여
많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 2012년 9월, ISO 21500을 제정하였다. 프로젝트 경영 표준은 정부나 공공
기관, 기업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품질경영 국제표준인 ISO 9001
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프로젝트 경영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즉,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프로젝트성 예산이므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비용효율을 증대시
키기 위해 프로젝트를 표준화된 개념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 또한 프
로젝트에 맞춰 조직을 구성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으며, 성과평가 등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
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건설과 중공업, 조선 등 수주산업은 대표적인 프
로젝트 산업이며, ISO 21500 프로젝트 경영 국제표준의 영향권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산
업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산업은 이미 프로젝트 경영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미 익
숙해져 있는 개념과 제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일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중 상당부분도 대규모 건설사업,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공공 연구
개발사업, 국방 무기체계 개발사업 등의 국가투자 프로젝트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만일 이러
한 투자사업에 표준화된 프로젝트 경영을 접목시킨다면, 정부나 공공 부문의 업무추진 전반에서 투
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 당시 공표된 많은 공약들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한
많은 세부 프로젝트가 탄생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의 국면을 맞이하여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변화의 전략으로서 프로젝트 경영과 그 표준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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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기술표준원 이슈 KATS news

전기장판, 고령자용품 등 리콜 명령

인쇄전자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 주도로 소재, 소자, 장비 등 로드맵 개발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 제품을 대상으로
인쇄전자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인쇄전자 국제표준화 총회에서 인쇄전자
국제표준화 로드맵과 신규 국제표준안이 발표됐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
전에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안전성 조사는 238개 제품(공산품: 125개, 전기용품:

인쇄전자 국제표준화 로드맵에는 인쇄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스마트 패키

113개)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전기장판(1),

지, 터치스크린패널, OLED, 박막트랜지스터, 바이오센서 등 인쇄전자 제품에

전기매트(2), 전기요(3), 전기방석(3), 전기스토브(2), 여

대한 주요 표준화 항목과 잉크, 전극 관련 소재와 기판, 인쇄장비 등에 대한

성구두(1), 고령자용 지팡이(1), 고령자용 의자(1) 등에서

국제표준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결함이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개최된 제1차 서울 총회에서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작

리콜 조치된 전기용품은 대부분 화재 및 감전 위험

성하는 권한을 위임 받아 약 10개월간 국내 대기업, 장비 및 소재 업계 전문가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 1개와 전기요 3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소재, 소자, 장비 등 3개 분야에 대한 로드

제품은 인증 받을 당시와 다른 온도조절기를 사용해

맵을 개발했다.

감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매트 2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토대로 세부 국

개 제품은 열선온도와 취침 시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

제표준 항목을 확정할 로드맵 작업반이 신설되었으며 한국이 리더를 맡기로 하

과, 절연내력의 파괴로 화재, 화상 및 감전 등의 위험

였다. 아울러 총회기간 중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12개 기술을 신규 국제표준안

이 발견되었다. 전기방석 3개 제품은 제품의 이상 작

으로 제안하였고, IEC 인쇄전자 기술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실제 표준안 개발이 이

동을 방지하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누락되고

루어지는 5개의 작업반(WG)과 3개의 임시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울러 전기스토브

한국은 ‘인쇄기판의 표면 거칠기 시험방법’ 등 국제표준화 로드맵에 포함된 소

1개 제품은 스틸 손잡이로 화상 우려가 있으며, 다른

재, 소자, 장비 분야 7개 기술을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WG은 작년 1차 회

1개는 주요 부품인 온도과상방지장치가 변경되어 이상

의에서 제안된 5개 중 용어, 소재, 장비, 인쇄성 등 4개를 확정하고 신뢰성, 제품

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및 로드맵에 대한 임시 작업그룹(Adhoc Group)을 신설키로 했다.

이번 리콜 명령으로 제조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기술표준원은 향후 한국이 인쇄전자 표준화를 총괄하는 간사국으로서 역할을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산·학·연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쇄

해 수리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기

전자 표준화포럼’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잉크, 투명전극 등 양산단계에

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

있는 소재 분야와 인쇄제판, 잉크젯 노즐 등 인쇄전자 장비 분야 표준화를 위해

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으며, 위해상

인력양성과 기반구축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 전기

[ 표준화 로드맵의 분야별 표준화 영역 ]
○ 소재(Material) : 은/구리 잉크, 은나노 기반 투명전극 재료, OLED용 인
쇄재료 등
○ 장비(Equipment) : 기판, 잉크젯 노즐 및 모니터링 장비, 열처리 장비,
인쇄장비 등
○ 소자(Device) : 박막트랜지스트용 반도체 및 전극, 인쇄용 칼라 필터,
OLED 발광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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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전기방석 등 전기장판류 제품을 2013년 중점관
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제품이 집중적으로 제조되는 기간
에 공장방문을 통해 샘플을 채취하고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7회 명품창출 CEO포럼 개최
“우리가 만든 명품을 세계에 알리고, 회원기업 애로

KATS news

3월의 기술표준원 이슈

사항을 함께 풀어 나가자!”
세계적인 명품창출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고자 출
범한 명품창출 CEO포럼이 기업CEO 및 전문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월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7차
포럼을 개최했다. 명품창출 CEO포럼은 작년 2월 창립

신보호무역주의 극복 위해 전문가들 뭉쳐

총회를 시작으로 해외 명품사례 연구 및 회원사들의

해외 무역기술장벽의 효과적 대응 위한 ‘TBT 전략포럼’ 개최

명품화 전략발표를 통한 상호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추진할 두 가지의 주요 사업
을 확정했다. 각 회원사들의 대표상품 한 개씩을 선정
하여 ‘명품 E-카탈로그’를 제작해 전 세계에 홍보하는
사업과 회원사 제품과 동종의 해외명품을 시험연구기
관을 통해 객관적인 비교분석으로 품질개선과 홍보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포럼 측은 두 사업을 통해 회원사
들의 내실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축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기업사례 발표에는 ‘골드 마이스터’ 브랜드를
개발해 순금 도금 선물용품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양금속공업㈜을 선정하여 기업경영 노하우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표면처리 분야 명장인

TBT 전략포럼(위원장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이 지난 2월 27일 서울 팔레

배명직 대표이사는 1년여의 연구를 거쳐 탄생한 주방

스호텔에서 올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포럼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

용 황금칼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이를 통한

가 불러온 신보호무역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해외시장 진출 전략들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배명직

위한 폭넓은 시각의 전문화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표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무크롬(Cr-Free) 도금

지난해 말 학계, 산업계, 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개발 및 석재대상 도금기술 실용화 등 우리 도금

TBT 전략포럼은 규제대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토의와

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

정책제언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가 1,560건으로 사상

다. 또한 세계적인 운동기구 업계인 ‘Technogym’의 사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례를 통해 글로벌 명품기업의 품질철학과 경영전략을

쌓는 데 바쁘게 움직인 것 때문으로 분석됐다.

벤치마킹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대외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기술장벽에 전문적이고 효과

한편 명사특강에서는 송하성 경기대학교 교수를 초

적인 대처를 위해서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따로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

청하여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감하였고, 민·관 상호협력을 위해 TBT 전략포럼이 중간 역할을 수행해 나갈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송 교수는 일본 SONY와 스

것임도 밝혔다.

위스 시계를 예로 들면서 국가브랜드와 기업브랜드가

최형기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

상호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들을 대신하여 정부가 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면서

기업 스스로도 브랜드 가치창출에 책임 있는 노력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TBT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지정할 계획임을

필요함을 강조했다.

밝혔다. 또한 해외 기술규제 사전동향 파악,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

박성철 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명품창출 포럼
이 제조업을 넘어 전 산업을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원 확대, 주요 품목별 협의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의 대응업무 전문
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역할을 하면서 명품 한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TBT 전략포럼에서 도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

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 모두가 적극 참여하

견을 바탕으로 수출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줄여나가기 위

자”고 당부했다.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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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시는 물,
표준으로 깨끗한 물
먹는 물의 중요성과 물 관련 표준화 활동… 수질에 대한 국가표준 총 251종
글_ 이희상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기술경영대학원 교수

메마른 몸에 단비를 내려주는 물은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한 우리나라는 먹는 물 시장의 확대와 함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먹는 물의 발전 과정과 관련 표준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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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의 중요성
맑은 물은 인류 발전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었다.
역사상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페니실린이나 주사기의 발명이
아닌, 맑은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의 발명과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8%

보급이었다고 할 정도로 물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수메르 문명의 도시에도
도자기로 만든 상수도 시설이 있었고, 로마시대에도
돌을 이용하여 만든 송수용 고가수로로 맑은 물을

한다.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은 정수장, 송수시설,

공급하고 있었음을 프랑스 남부 지방에 남아 있는 50

상수도관, 밸브, 수도꼭지로 이루어진 상수도(上水道)

㎞ 길이의 퐁뒤가르란 상수도 시설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급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상수도 공급 시스템은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자원인 물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므로 보통

그동안 가장 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공급한다. 반면에 생수는 민간 기업들이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샘이나 지하수 등에서 채취한 음용수를 병이나 용기에

부족해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2006년 제4차 세계 물

담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포럼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으로

수돗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공급받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현재의 물 소비 증가

쉬우므로 수돗물은 먹는 물, 목욕, 세탁 등으로 용도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에는 18억 명의 인구가 물이

다양한 반면, 생수는 대부분 먹는 물로 사용되는

고갈된 지역에 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이점이 있다.

미래의 물 부족 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예상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7.9%

되지만,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물

로 국민 5,063만 8천 명이 162개 지방수도사업자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지자체) 및 1개 광역 수도사업자(수자원공사)로부터

먹는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7~8시간을 걸어 몇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매출액은 3조 1천억 원

번씩 강이나 공동 수도를 찾아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정도2)이다. 생수의 경우 현재 70여 개 업체가 100여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만 상위 6개

아직 심각한 물 부족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맑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점체제3)이며, 전체 시장 규모는

물의 중요성, 특히 먹는 물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6,000억 원 규모4)에 육박하고 있다.

1)

있는 시점이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상수도와 민간 기업들이
공급하는 생수는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여 초기에는

상수도와 생수
현대 문명에서 먹는 물은 수돗물이나 생수에 의존

수도사업자들이 생수의 등장을 막으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976년 생수 제조업 허가가

1)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는 강우 유출량을 인구 수로 나누어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000㎥ 미만은 물 기근국가, 1,000㎥ 이상에서 1,700㎥ 미만은 물
부족국가, 1,700㎥ 이상은 물 풍요국가로 분류한다. 소말리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동부 아프리카의 7개국과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등 지중해 연안의 북부 아프리카 5개국은 물
기근국가로 분류된다.
2) 2011년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기반한 필자의 계산.
3) 상위 6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60여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2% 미만임.
4) 시사제주, “물 챔피언 삼다수, 백두산 물 도전장 자신 있는 이유?”, 2013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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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지만, 생수의 유통을 허용하면 ‘수돗물이 불신 받고

물의 수질에 관련이 있는 표준은 이중 40% 정도로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에서 생수의 판매를

판단된다. 또한 ‘먹는 물’을 포함하는 표준을 검색하면

외국인에게만 허용한 바 있었다.

총 18개, ‘음용수’를 포함하는 표준을 검색하면 총 28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중 일반에게도 판매가

개의 표준이 등장한다.

허용되었으나 올림픽이 끝나자 다시 규제되었으며,

이와 같은 먹는 물 관련 표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후 1994년 대법원이 “생수의 유통 금지는 국민의

「수질－페놀 지수 측정 방법」, 「수질－물에 존재하는

행복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5종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HA) 측정방법」 등 먹는

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듬해 국회에서 ‘먹는 물 관리법’

물의 안전을 위한 검사 방법에 관한 표준이 가장 많이

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생수 산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시작됐다.

한편 상수도에 관련된 표준은 상수도 시스템을

우리 정부는 법률 제11463호인 「먹는 물 관리법」을

구성하는 수도관과 밸브5)에 관련된 표준으로 집중된다.

중심으로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

수도용 밸브 재료는 주로 금속이 사용되며, 상수도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

역시 금속이 재료로 널리 쓰인다. 금속관은 수도 등

수돗물과 생수 등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유체의 수송용뿐만이 아니라 기계 구조물 및 건축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조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용수용으로 쓰이는 금속관

한편 상수도 시스템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과 관련해서는 상·하수용 강관, 일반 용수용 도복장

시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법률 제11085

강관, 수도용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강관, 상수도용

호로 「수도법」을 제정하고, 「수도법 시행령」 및 「관련

도복장 강관 등이 KS표시인증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행규칙」, 「수도시설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밸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경제

관리권 등록령」 및 「관련 시행규칙」, 「수도용 자재와

발전에 따라 상하수도의 보급, 농업용 관개시설,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등을

화학 및 기계 공장 등의 보급과 활용이 커짐에 따라

통해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쓰임새가 증가했다. 1963년 7월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해 생활환경을 개선

KS 표시규격의 청동 밸브(KS B2301), 수도용 제수

하고 있다.

밸브(KS B2332)가 제정되면서 상수도에 관련한
표준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먹는 물 관련 표준의 현황
먹는 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리 노력은 관련

우리나라의 상수도 관련 표준 제정과 개정 노력

표준의 제정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 국가표준인증

최근 들어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에서 ‘수질’

따라 정부는 국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에 대한 표준을 검색하면, 총 251개의 KS 표준이

공급을 위해 수도용 강관 및 밸브류, 수도꼭지 등의

검색된다.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에 관한 표준 중 사람이 먹는 물과 관련이

2008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적은 표준들(예를 들면 「수질－물고기의 생화학적 및

KS 인증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용출 시험

생리학적 측정」, 「수질－양서류 유생 동물을 이용한

데이터와 선진국의 용출 허용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유전독성 평가」 등)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먹는

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 강관, 밸브류, 수도꼭지 등

5) 밸브란 물, 연료, 증기 등의 유체를 관(pipe)을 통해 전달하거나 막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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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KS를 28종 개정했다. 2009년 이들 표준 개정의
핵심은 먹는 물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등의 재질인 금속으로부터의
용출시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KS B 2331:2009 수도꼭지 표준에서는 음수용
수도꼭지의 경우 용출 시험에서 종전에 납, 구리,
아연만 판정하던 것을 비소, 카드뮴, 6가 크롬, 셀레늄,
철, 수은, 페놀류 및 VOCs를 시험대상으로 새로
포함하여 KS 판정기준을 강화했다.
KS B 2332:2009 수도용 제수 밸브의 경우 종전
납의 허용치가 0.005㎎/L이었지만 이를 0.001㎎/L로
강화하였고, 수은, 시안, 페놀류, 아민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톨루엔디아민, 비소, 카드뮴, 셀레늄, 아연,
철, VOCs 등에 대해서도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다.
KS B 2308:2009 볼 밸브 표준의 경우 용출 시험에서
종전에 납의 허용치가 0.005㎎/L였지만 이를 5배
강화된 0.001㎎/L로 하고, 카드뮴은 종전의 0.001㎎/
L에서 2배 강화된 0.0005㎎/L로 규정했다. 또한 6가

사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환경부의 인증을 요구하는

크롬,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페놀류 등에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수도

대해서도 허용치를 규정했다.

자재를 구매하는 지자체나 자재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KS 표준의 개정과 함께 2010년 2010년 5월 25일

새로 바뀐 제도의 시행에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공포된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과 물 관련 위생안전기준

못하였고, 정책 시행에 따른 다양한 홍보와 사전대비가

강화가 물 관련 산업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타난 바 있다.

개정된 수도법 제14조는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먹는 물 관련 표준화 효과와 교훈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KS B 2331:2009 수도꼭지, KS B 2332:2009 수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 인증을

제수 밸브, KS B 2308:2009 볼 밸브의 표준 개정에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먹는 물 관련 위생안전 기준의 강화를 위해서 용출

또한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험에서 위해물질의 배출 허용치를 철저히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것은 바람직한 개선이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수돗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위생이 강화된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제품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환경부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한다”고 규정했다.

대해, 환경부 위생안전기준(KC 시험)에서 통과될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돗물 위생이 강화된 KS 제품을

경우 KS 용출 시험을 면제해주도록 개정(2012년 7월)
되었음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된다.

6) ANSI, The 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 Washington D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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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로드맵이 창조하는
미래 인쇄전자 기술
기업과 표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표준 로드맵 발표
글_ 노진수 인쇄전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인쇄전자는 산업용 인쇄기법을 이용하여 전자회로를 종이에 인쇄하듯 제조하는 기술로, 태양전기, RFID,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가능한 미래기술이다. 우리나라는 IEC TC 119 설립 승인을 바탕으로 인쇄전자 분야의 국제 표준에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소재와 소자, 장비 등 3개 분야에 대한 인쇄전자 국제표준화 로드맵 내용을 발표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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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녹색생산 기술과 포스트 실리콘 시대를 견인할

회전 롤에 감아 인쇄하는 롤투롤(Roll-to-Roll) 방식이

인쇄전자 산업의 국제표준 로드맵 발표회가 지난 2

가능하며, 이러한 공정은 대면적과 고속 대량생산에

월 14일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됐다. 인쇄전자 산업

적합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기존공정 대비 1/10

활성화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표준 로드맵은 국내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인쇄전자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의 의견 수렴 절차를

또한 기존 실리콘 기반 공정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거쳐 핵심기술, 상용화 시점, 시장 크기에 따라 소자,

재료나 독성 물질의 사용량, 에너지 소비 등도 대폭

소재, 장비분야로 나뉘어 작성됐다.

줄여 환경 친화적인 특성을 가진다. 나아가 전자산업

이 글에서는 기업·표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뿐만 아니라 보안서비스, 포장 및 유통, 환경·에너지,

인쇄전자 표준 로드맵에서 제안된 내용을 간략하게

헬스케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한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 창조적인 신산업이다.
전 세계 인쇄전자 시장은 현재 약 20억 달러 수준

인쇄전자 산업의 현황과 전망

으로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IDTechEx(2010) 자료에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는 인쇄기술을

의하면 재료 및 공정 기술의 발전과 수요의 고도화에

통해 전자소자와 부품 혹은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힘입어 2020년에는 약 600억 달러, 2030년에는 3,400

기술로, 기능성 잉크를 플라스틱이나 종이, 헝겊 등의

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판(Substrate)에 인쇄하여 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이에 전자, 화학, 인쇄 등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개발과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다.

상업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필름과 같은 유연한 재료를 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쇄전자는 잉크 및 기판 재료기술, 인쇄기술이

<그림1> 인쇄전자 생산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대상소자

태양전지,
RF-Smart tag 유연전지,
박막면조명 유연 디스플레이

고정밀도 및 Sub-micron 선폭
고재연성, 고신뢰성

필요사양

고속 대량생산, 유연기판 대면적,
낮은 생산단가

기존 반도체 공정

연속 인쇄공정

진공/고온 공정 기반(불연속 공정)

비진공/상온 공정 기반(연속 공정)

공정 수(多)/공정 속도(低)
장비 시설 투자비(高)
대면적 적용 어려움
재료 소모, 폐가스 폐액 배출(多)
실리콘·유리 기판

공정 수(1/10)(小)/공정 속도(高)
장비 시설 투자비(低)
대면적 적용 용이
재료 소모, 폐가스 99%, 폐액 95% 감소
플라스틱 필름 기판

고정밀 생산 가능
높은 생산 코스트
유연 소자 어려움

초저가 대량 생산 가능
유연소자 적용 용이
그린 생산 공정

생산시스템 혁신으로 산업 선도

6 Step
Deposition

PR Coating

Exposure

Develop

Etch

TFT Direct Printing

1 Step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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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된 산업 특성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수요 기업인 대기업과 인쇄
전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그림2> 인쇄전자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LCC(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FPCB(연성회로기판), TSP(터치스크린 패널),
투명전도성 필름 등의 인쇄전자 적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롤 기반 프린팅, 코팅 등
우수한 기초기술 역량과 디스플레이, IT, 태양광 등
거대한 수요산업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기술의
산업화 성공 시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높은 생산성을 가져
소자의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인쇄전자
공정기술은 중소기업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기술의
특성상, 많은 벤처회사의 등장과 중소기업 주도의
신산업 벨트 형성이 가능하여 고용효과, 기업 간 상생
협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그림3> 인쇄전자 표준 로드맵 작성 방법

디스플레이
Product Road Map

핵심 부품 및 장비 선정 근거

Technical Road Map

Core Tech. Road Map

Market size, Technical
Importance

인쇄전자 장비 분과 표준화 로드맵

Standard Road Map
기업, 기술, 특허, 표준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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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의 인쇄전자 표준 로드맵 발표
시장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상호 호환성 요구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한국 주도로
IEC/TC 119(Printed Electronics)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와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춰 2012년 1차 총회에서 한국이
인쇄전자 표준 로드맵을 기술문서로 작성하겠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쇄전자 관련 소자, 소재, 장비·공정 분야에서
원천기술 중심의 표준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
간사국의 이점과 이를 활용, 인쇄전자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상용화 시점, 시장 크기에 따라 인쇄전자 표준 로드맵
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인쇄전자 표준 로드맵은 인쇄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스마트 패키지, 터치스크린 패널, OLED, 박막트랜
지스터, FPCB, 바이오센서 등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그림4> 표준 로드맵을 위해 추출된 핵심기술

Product Road Map: Display

Product Road Map: Smart Package

Product Road Map: Solar cells

Product Road Map: Bio-related

2013 March

13

STANDARDS TREND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인쇄전자 제품의 기술

참여한 국내 업체는 인쇄전자 기업·표준의 연결

로드맵을 토대로 작성됐다.

고리를 제공해 주었다.

기술 로드맵 분석을 통해 표준 연계가 가능한 핵심

이러한 기업들의 참여로 국내 인쇄전자 산업 활성화

기술을 시장크기 및 기술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시급한 7개의 표준안을

국내 산업 환경과 기업 의견을 토대로 시급성을

도출했으며, 2013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가지면서 시장 파급력이 큰 표준을 중심으로 소자,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2차 총회에서 PWI 및 NWIP

소재, 장비의 표준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로 발표되어 표준안이 진행되었다. 각 표준안은 덕인,
하이쎌, PS, 동진쎄미켐 등 표준 로드맵 및 기업의

인쇄전자 기업과 표준연계

표준 제정 요구를 참고로 작성됐다.

OLED 산업 분야는 2002년에 IEC/TC 110(평판
디스플레이)에 한국 주도로 OLED 작업반(WG)을

표준 로드맵은 국제표준 선점 위한 굳건한 발판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OLED 세계시장을

인쇄전자 산업의 막대한 잠재력과 파괴력을 인지한

선점하게 되었던 바와 같이 국제표준이 제품의 경쟁력

3M, DuPont, GE, 삼성, LG 등 국내외 전자, 화학,

확보 및 시장 지배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기업

장비, 재료, 심지어는 IT 기업들까지 인쇄전자 관련

중심의 표준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그림5>는 국내 인쇄전자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요소 기술의 전 방위적 통합이 경쟁력의 중요한

보여주는데, 이번 표준 로드맵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원천임을 인식한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그림5> 인쇄전자 산업 전반적 구조 및 표준 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국내 업체

해외(소자)
해외(장비)
일본

Hitachi,
Picvue, Fujitsu,
Matsushita,
Stanley Electric,
Sony, Toshiba
미국

HP, IBM,
Lite Array, Rohm,
Infineon
유럽

Philips,
IBM, Lite Array,
Rohm, Infineon,
CDT, Cintelliq,
Plastic Logic,
Elumin8, CYPAK,
NOKIA, M Real,
Xenniatech,
Pinpnol, ACREO,
MAN Roland,
Fraunhofel I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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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쇄전자 기업
모듈업체

부품업체

삼성전자, LG전자, LGD,
삼성SMD

삼성SMD, 삼성전자, LGD, LG
전자, 삼성전기, 두산전자, LG
마이크론, LG이노텍, 파루FE

소재업체
삼성 코닝 정밀유리, LG화학,
제일모직, 코오롱이너스트리,
SKC, 아이콤포넌트, SFA,
그라셀, 루디스, 동우화인켐,
SKC하스, 잉크테크, 대주전자

기술표준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Aixtron, H.W.Sands,
Kurt Lesker, Bosch,
Tokki, ULVAC,
Shimadzu, EDC,
Enercon, Dalux,
Darkfield, V Tech,
Integral Vision, CHA
Industries, Presco,
Applied Film,
Northfield, Ushio,
Schmid, Systronic

장비업체
SFA, 나래나노텍, 디엠에스,
제우스, 성안기계

해외(소재)
Bayer, Covion, Dow
chemical, DuPont,
Eink, Kodak, Opsys,
Carbot, RPG, Tokyo
Ink, Dow Material,
Xerox, Cima Nano
Tech, 3M,
Plexotronics, Sipix,
Nanodynamics, T-ink

<표> 2013년 인쇄전자 관련 한국의 국제표준 제안 현황
기구

TC

국제표준제안 규격명

IEC

119

Resistance measurement of silver nanowire-based 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des

IEC

119

Precision Measurement and Assessment Method of Plate for Printed Electronics

IEC

119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inkjet jet performance for printed electronics

IEC

119

Standardization of Equipment’s Software for Printed Electronics

IEC

119

Printed Electronics –Printability -Measurement and classification of pattern width in printed electronics

IEC

119

Printed Electronics –Printability -Measurement and classification of Surface Roughness on printed pattern

IEC

119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ractices in printed electronics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화학과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

전자 및 IT 기술이 인쇄전자에서 융합·발전하고

및 시장에서 파급력 있는 표준의 선점은 국내 기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큰

시장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상호 호환성 요구로 국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한국 주도로

마지막으로 인쇄전자 기업·표준 연계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국제 인쇄전자 표준 로드맵은 한국이

작성되고 있는 국제 인쇄전자 표준 로드맵이 국내

인쇄전자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라고

인쇄전자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에 다가갈 수 있는

생각된다.

굳건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 및 시장에서 파급력 있는 표준의 선점은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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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 스페셜

중소·중견기업 위한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 설립한다
표준이 미래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역할 하도록 패러다임 전환 계기
글로벌 경제시대 시장선점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이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과 국제표준화 기구 임원확대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국제표준전략포럼이 그것이다. <편집자>

국제표준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국제표준전략포럼(위원장 최갑홍)은 2월 25일 서울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가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3년 1차 위원회를 열고 이

문을 연다. 또한 국제표준 분야를 선점하고 리드하기

같은 내용의 국제표준화 활동 선진화 방안을 활발히

위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임원 확대 및 진출 전략도

논의했다. 이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마련된다.

진출과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표준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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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임을 인식한 기업 및 단체의 요구로 출범한 협의체로 국내 산·학·연·관 등 각계의 표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역량 결집으로 표준강국 실현한다
최근 WTO/TBT, FTA 등 무역장벽이
국제표준전략포럼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역 간의 기술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표준 전문가들
간에 정기적인 국제표준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돼

국제표준 활동
정보교류 의견 수렴

국제표준활동
정책개발 제언

국제표준활동
방향 전략제시

있지 않아 융·복합 산업 분야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 산·학·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표준 전문가들 간의 정보교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표준활동 정책제언 및 개발
● 국제표준 활동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 및 전략 가이드라인 제시

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선 국제표준
정보의 상호교류와 공동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국제표준전략포럼은 산·학·연·관의 국제표준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해 흩어져 있던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정책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하고 국제표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 국제표준화 활동 중점 지원
이날 포럼에는 ISO,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의장, 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표준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소·
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과 ‘국제표준화
기구 임원확대 전략’ 두 개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 개소
에 관한 내용으로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지원센터를 한국표준협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글로벌표준화지원센터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최신 국제표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참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 분야를 선점하고 리드할 수 있는 ‘국제표준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임을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의 임원진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형기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주도로 외형 성장 위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현재 세계 10위권의 표준화 활동국으로 올라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도 중소·중견기업 등이 표준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표준전략포럼은 이날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표준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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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소기업과 위험관리 조감도
글_ 안
 지원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전문위원+자료 ISO Focus + 2월호

유럽의 중소기업은 모든 산업경제 분야에서 든든한 뿌리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면에서
여러 특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위기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적 요소를 알아본다. <편집자>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sized

이르기까지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enterprises)은 유럽 경제의 핵심이다. 중소기업은

한다.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 항공기, 화학제품 산업과

유럽연합 27개 국가에서 99.8%의 기업을 차지하고,

관련된 핵심 부품의 기술을 공급한다.

67%의 고용과 59%의 제품 생산을 담당한다. 유럽연합

정부와 이해관계 기관에서는 이 같은 중소기업의

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비즈니스 통계는 (표)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여 경쟁력과

같다.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의 유사한 특성
중소기업은 미용실, 제과점, 식당에서부터 IT 자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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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

<표> 유럽연합 기업의 비즈니스 통계
기업의 형태

직원 수(명)

연간 거래액(€)

기업 수(%)

기업 수(개)

1~9

≤2백만

92.2

19,968,000

소기업

10~49

≤10백만

6.5

1,358,000

중기업

50~249

≤50백만

1.1

228,000

99.8

21,544,000

0.2

43,000

극소수 기업

중소기업 합계

87,100,000

대기업
대기업 합계

>250

>50백만

42,900,000

① 집중된 의사결정과 제한된 인력수용 많은 중소기업은 개인 소유이며,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아주 가끔씩 경영진들의 작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② 제한된 인력조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핵심인자를 제외한 소수의 인력조건을 갖는다.
③ 내부 재정의 한계 중소기업은 대체로 예산을 기업의 핵심 기술에
집중적으로 배정한다. 이 경우 중기 프로젝트와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④ 외부 재정자원에 대한 접근 제약 이는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제한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⑤ 정보접근의 한계 환경, 전자 폐기물 및 처분 규제와 같은 법 관련
정보의 개정과 변화에 둔감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중소기업에게 점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비용을 들여 제품의 기술을 수정해야 하는
R I S K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소기업의 제품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기술의 수정이
요구되어 처리하기 힘든 사례도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소비자가 지적하거나, 제품 시판 전후에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정보의 제약까지 겹쳐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이 좀 더 정교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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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험관리 조감도
비록 모든 기관에서 위험을 직면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기관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큰 기회이다. 위험 관리는 내·외부적
으로 중소기업에 위협 요인과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어떠한 경제적(또는 사회적) 요소라도 우선적으로 주된 위협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을 다뤄야 하며, 그 이후 연관성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이
순위는 잠재적인 영향과 가능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또한 위험 요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이는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 시나리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모든 위험 시나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① 시간 측면 위험은 가령 배달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문제와 같은 과거에
발생했던 일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이는 앞으로의 일까지 영향을 미친다.
② 연관성 측면 기업과 연관된 위험은 영향력이 없거나 거의 미미한 요소들을 찾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사회·경제적인 틀은 매우 빠르며 끊임없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이행할 때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와
건강한 기업가 정신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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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와
적용 프로세스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흡수해야 하며, 모든 위험관리 전략은
기업의 필요에 맞게 맞추어야 한다.
일률적인 접근법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③ 가능성 측면 각각의 위험 요소는
저마다 다른 발생 가능성을 지닌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확실한 툴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이는 위험 관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운
요소 중 하나이다.
④ 엄격함 측면 이는 결과와 관련된다. 각각의 위험 요인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범위의 금전적 손실을 가져온다. 효율적인 위험 관리는 시간, 기업의 연관성,
가능성 영향 또는 결과를 아우르는 복잡한 프로세스이다.
위험관리 시스템을 이행할 때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와 건강한 기업가 정신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 위험관리 시스템의 이행은 단순하지만 비즈니스의 기본 통로와
핵심 의사결정자를 지지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규정한다. 만약 성공하면 이러한
접근법은 널리 퍼져 있는 위험관리 습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인식 및 평가 그리고 위험과 관계된 의사결정은 기업 활동의 한 부분으로
적절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공은 전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융합 여부에
달려 있다.

위험 관리는 신뢰형성을 목적으로 해야
비록 위험관리 전략의 많은 요소들이 단순하게 모범 경영사례로 알려질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절차나 변화를 필요로 하여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가 감정적인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내부의 사기 저하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주, 경영진 및 직원들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여러 연구를 통해 전체 중소기업의 25% 이상이 적어도 10
년에 한번은 내부의 도용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험관리 요소는 직원들과
공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는 직원들 간의 신뢰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적절하게 다루어진다면 융합된 위험관리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과 약점을
고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절차를 통해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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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을 넘어 ②

ECO

Grenelle II

EC/1222/2009

RoHS

유럽의 환경 및 에너지효율 관련
무역기술장벽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은 국내 수출업계가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TBT 중앙사무국은 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컨퍼런스, 포럼 등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험·검사·인증 등에 따른 국내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다수 발굴하여 이를 정부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U의 무역기술장벽 대응과 해결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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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의 무역기술장벽 사례

예측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① LED 에코디자인 기준 2012년 4월 12일 EU는

더불어 LED가 특정 와트의 형광등 대체 램프가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해 LED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

아니라면 광도분포 시험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EU

도입 계획을 WTO에 통보했다.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공식 서한과 2012년 9월 양자협의, 2012

2012년 12월 14일 EU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년 11월 WTO TBT 위원회 기간 동안 양자협의 및

않은 채 최종규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특정무역현안 제기를 통해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LED

지속적으로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EU 당국에 제기하고

램프의 장점과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긴밀히 협력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형광등을 대체하는 LED튜브의 경우 모든
방향에 대해 광도분포 차이가 25%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LED튜브의 에너지 효율을 저하시키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래쪽으로만 빛을
방출하는 LED튜브에 대해서는 광도분포 규정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LED램프 수명시험
과 관련하여, LED패키지 상태에서 3,000시간의
수명시험을 통과하면 완제품에서는 수명시험을
면제하여 업계들의 중복시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에코 디자인(LED) 제도 개요
○ 관련법령 : Directive 2009/125/EC
○ 목적
1) 소비자들이 조명기구를 구입 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
2)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기기에 대한 보급 확대
○ 규제 내용
1) LED 등 조명기기의 최저 에너지소비효율과 기능성, 표시
사항 등을 규정
2)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의 유통이
금지됨
3) CE 마킹 연계

EU는 공식 답신과 양자회의 및 WTO TBT 위원회
를 통해 소비자들이 형광등보다 더 높은 가격의

② 프랑스 탄소라벨링법 2010년 6월 프랑스 정부

LED램프를 구매하므로 당연히 형광등과 동일한

는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영향 정보 등을

수명이 보장되어야 하고, LED램프의 수명 요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탄소라벨링제도 등을

형광등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포함한 법령을 채택했다.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LED

이에 우리 정부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

패키지 상태에서 3,000시간 수명시험을 통과한

월까지 WTO TBT 위원회 기간 동안 EU와 양자협의

완제품의 테스트 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LED패키지의

및 본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제품

수명시간을 예측할 뿐, 좀 더 복잡한 모듈 혹은 추가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제공해야

전원공급 장치가 없는 형광등 대체 램프의 수명주기를

할 경우 수출제품은 장거리 운송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여 수입제품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탄소배출량 계산
시 별도의 계산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논의기간 동안 강제인증이던 당시
초안을 자발적 인증으로 수정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의무화 적용 대상, 방법,
기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관련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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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되지 않을 수 있는
프랑스 탄소라벨링법(Grenelle II) 개요

상황을 우려하여 핀이 미장착된 스터디드 타이어의

○ 관련부처 : 환경부
○ 관련법령 : National Commitment for the Environment(Grenelle II)
○ 목 적 :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영향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
○ 대상제품 : 우선 적용 품목(TV, 샴푸, 소파 등)
○ 규제 내용
1) 라
 벨링, 마크 또는 기타 적합한 방식으로 제품과 포장의 탄소량
및 사용주기 동안(원료, 제조, 저장, 폐기, 회수 등 전 과정) 소모
할 자연자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소비자에게 제공
2) 제품 및 그 포장재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 제공 - 탄소라벨링
3) 제품 전 과정에 대한 자원 소비 및 제품 환경 영향 정보
제공 - 환경라벨링
4)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성 정보 – 에너지라벨링

예외 인정 명확화를 EU 측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3월 WTO TBT 위원회 동안 EU
와 양자협의 및 본회의에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여
우려를 전달하였다. 또한 한-EU 실무자 회의, 한-EU
자동차 실무그룹 회의 등 양자협의를 통해 연속적으로
해당 규제에 대한 예외적용 확인을 요청했다.
2012년 5월 EU는 공식 서한을 통해 운송목적으로
스터드핀이 분리되어 있으나, 시판되기 전에 스터드핀
장착 예정인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타이어도 스터디드
타이어로 간주하여 규제적용 예외 대상임을 확인시켜

TBT 중앙사무국 해결 사례
① EU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EU는 2009년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안전과 관련한

주었다. 이로써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는 규제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EU 시장에 차질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소한의 요구치에 관한 형식승인 규정(EC/661/2009)
과 타이어의 성능등급 정보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하는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EC/1222/2009)를 각각 WTO
에 통보했다. 해당 제도는 2012년 11월 이후 시행되며,
2012년 7월 이후 생산된 타이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는 2
개의 규제에서 예외품목에 적용되는 스터디드 타이어
(Studded Tyre, 눈길 위 제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어 표면에 스터드핀을 장착한 타이어)를 EU로
수출 시 장거리 운송에 따른 파손 우려로 스터드핀을

EU 타이어 형식승인 제도 개요
○ 관련법령 : Regulation EC/661/2009
○ 목적 : 자동차 부품(타이어 포함)에 대한 안전규정
○ 대상제품 : 승용차용, 버스, 트럭용 타이어
○ 규제 내용
1) 안전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구치에 대한 정의(강제규정)
2) 평가항목 : 타이어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 젖은 노면
제동력(wet grip), 소음(Pass by Noise)
3) 타이어 벽면에 각인
○ 시행일 : 2 012년 11월 이후(2012년 7월 이후 생산되는 타이어
부터 적용)

미장착한 채로 운송하는데, EU 시장 통관 시 핀을
EU 타이어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개요
○ 관련법령 : Regulation EC/1222/2009
○ 목적 : 에
 너지 효율을 제품에 표시,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 대상제품 : 승용차용, 버스, 트럭용 타이어
○ 규제 내용
1) 타이어의 성능등급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자기선언 방식)
2) 평가항목 : 타이어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 젖은 노면
제동력(wet grip), 소음(Passby Noise)
○ 시행일 : 2 012년 11월 이후(2012년 7월 이후 생산되는 타이어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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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U RoHS 개정

2008년 12월 유럽의회 의원

발의로 기존의 RoHS에서 제한하고 있는 6대 물질(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PBDE) 이외에 PVC,
할로겐 난연제(Br계, Cl계), 염소계가소제, DEHP,
DBP, BBP 등 7개 물질에 대해 추가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 금지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0년 3월 국내 산업계는 7대 물질 추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0년 3월과 6월 WTO TBT 위원회 동안 EU와
양자협의 및 본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여
업계의 우려 사항 전달 및 추가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0년 6월 유럽의회 투표 진행을 통해 초기
제안되었던 추가 7대 물질이 제한 물질에서 제외되고

한-EU FTA가 궁금하세요?

유기브롬(Organobromine), 유기염소(Organ-

한-EU FTA는 2007년 5월 1일 대외경제장관

ochlorine), PVC, Bisphenol 등이 ‘제한후보물질 목록

회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이후, 제1차

(Priority list)’으로 포함되었으며 최종안에 그대로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고 2011

반영됐다.

년 7월 1일 잠정 발효됐다.

이로써 국내 제조업체들은 물질 사용금지 및 대체재

기술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상대측 참여보장과

개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어 EU 시장에 차질 없이

투명성 향상, 수출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협의채널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구축하여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해소 여건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EU 양측은 기술규정 제·개정
시 상대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EU RoHS 제도 개요
○ 관련부처 : 환경부 (Environment)
○ 관련법령 : D
 irective 2002/95/EC(RoHS I), Directive 2011/65/
EC(RoHS II)
○ 목적 : 유
 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사
용 의무를 부여하여 환경 개선
○ 대상제품 : 대
 형가전제품 등 10개 전기전자 제품군(RoHS I),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RoHS II)
○ 규제 내용
1) 납
 (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로뮴(Cr6+), 브롬계난연
제(PBBs, PBDEs)의 최대 허용농도를 초과할 경우 EU 시장
판매 제한
2) 2 014년 제한후보물질 목록 검토 후 제한물질로 추가 여부
결정(RoHS II)
3) CE 마킹 연계(RoHS II)
○ 시행일 : R
 oHS I은 2006.7.1일부터 시행 중이며, RoHS II는 2013
년 1월 2일부터 대체됨

원칙에 합의했으며, 상대국 요청 시 기술규정 제·개정
의 목적, 법적근거 및 정당성 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EU 회원국 간 기술규정이 통일성 있게 적용
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교역장애가 발생 시 EU 측에서
시의 적절하게 처리토록 노력해야 하며, 양국 간에
제기되는 TBT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협정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TBT 코디네이터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해당 내용은 TBT 중앙사무국이 발간한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독자 분께서는 TBT 중앙사무국 홈페이지(www.knowTBT.kr)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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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을 말하다

50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발판
글로벌 종합시험연구원으로 도약
글_ 지원하 FITI시험연구원 표준화연구센터장

FITI시험연구원(원장 노문옥)은 50여 년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 유능한 전문 인력, 첨단 시험검사 장비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험품질을 제공하는 시험분석 전문연구원이다.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섬유, 패션, 액세서리,
생활용품, 산업자재, 환경자원, 미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검사, 품질보증, 신뢰성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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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기술개발의 주역이자 표준화 전문기관
FITI시험연구원은 1964년에 출범한 이후 50여 년간

국가표준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연계하여 더욱 효과
적인 표준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꿈꾸는 것,
고객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감동실현과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활발한 국내외 활동 펼쳐
FITI시험연구원은 2008년 11월 TC 221 산업용 섬유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생활제품, 산업자재 및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009

환경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연구, 인증 서비스를

년 TC 219 바닥재 분야와 2010년 TC 94 보호복 및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나아가

보호장구류 분야도 추가 지정받아 현재 200여 종의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또한 우수한

표준을 개발 관리하고 있다. 또한 ISO/TC 38 SC23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국내외의 다양한 유수

Fibres and yarns 분야, ISO/TC 38 WG27 Simulated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공인 시험검사

sweat drying 분야 AATCC RA34 SC2 Preparation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Test Method 분야에서 국제 간사를 수임하여 활동

FITI시험연구원은 그동안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의

중이다.

국내표준화 활동 참여와 지원을 위해 1998년 ISO/TC

나아가 COSD로 지정받은 이후 2009년 국제표준의

38(섬유 분야)과 2003년 ISO/TC 221(토목섬유 분야)에

제정 1종, 개정 1종, 국가표준의 개정 17종, 2010년

대한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기술표준원과

국제표준의 개정 2종, 국가표준의 제정 15종, 개정 9

공동으로 해당 기술위원회의 총회를 개최하기도

종, 2011년 국가표준의 제정 18종, 개정 33종, 폐지 4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가하여

종, 2012년 국제표준의 제정 1종, 개정 2종 등 섬유

국내기업의 글로벌마켓 진출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분야의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주력하여 국내 섬유

펼쳐왔다.

수출기업들의 기술애로 해결과 수출지원에 기여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의 표준에 대응하는 ‘사실상 국제

있다.

표준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신규 시험방법을
ASTM에 제안하고 AATCC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평가 인증서비스 제공과 단체표준 제정

불합리한 표준의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FITI시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

연구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계기로 KS

하면서 유해한 미생물로 인해 유발되는 질환들로부터

Dynamic state 건조시간 측정

▲ 국제표준 ISO 등록(2012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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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D 6918 - 09 Standard Test Method for Testing Vertical Strip Drains in the
Crimped Condition(플라스틱 연직배수재의 배수성능시험방법)
•2006년도 FITI 단체표준 개발 완료 후 국가표준 KS K 0940 채택
•2008년도 ASTM D35 Geosynthetic 기술위원회 D35.61에 신규 제안
•2010년도 ASTM D6918 개정 진행, Method B로 채택 발행

AATCC 시험방법
표준에 따른 시험결과로
발생하는 미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ASTM D35
신규 제안

2006.4
FITI 단체표준
개발

2007.5 2008.1
ASTM/ISO
Workshop
발표

2008.5
KS K 0940
플라스틱 연직배수재
배수성능시험방법

2009.1
ASTM D35.61
Subcommittee 검토
완료

2010.1
ASTM D6918-10
Method B 발간 완료

▲ 국제표준 ASTM 등록(2009년 9월 1일)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미생물 및 곰팡이 방지성능,
살균성능을 지닌 제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실제 사용 환경보다 매우 가혹한
시험조건 :
AATCC 107 물견뢰도 시험



시험취지와 다른 시험조건 :
AATCC 81 pH 측정



실제 사용 환경에 적합한 시험방법 :
AATCC 112 폼알데하이드 추출법



마찰견뢰도 시험에 가혹조건 필요 :
AATCC 8 마찰견뢰도

▲국
 제표준 AATCC 등록(2010년~2012년)

하고 있다.
또한 FITI시험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CCMI(캐시미어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FITI시험연구원은

와 낙타모 제조자 전문기관)이 인정한 특수 동물성섬유

항균기능이 있는 위생가공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SF

분석기관으로써 수년간의 비교숙련도를 통해 분석

마크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F마크는 일반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분석능력을

섬유제품 이외에도 정수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바탕으로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인증사업을 전개하고

생활가전제품 등에도 활용된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있으며 소비자가 정확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인증된

따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캐시미어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SF마크는 제품에 대한

예정이다.

신뢰도를 높여 제품의 선택과 구매를 높이는데 일조

▲ 금속섬유 표면의 이물질 SIMS Imag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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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능성 의류, 다운 제품, 고급 동물성섬유 등

▲복
 합소재 표면층 분포 SIMS Depth Profile

▲ FITI시험연구원은 캐시미어 제품 인증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 중국 상해 해외 실험실 설치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비자 제품의 성능에

LA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대해 해당 시험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FITI는 제품 불량, 결함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컨설팅과

거점지역 직접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 관련 제품의 주요
생산거점인 중국 상해에 시험실을 직접 설치하였으며,

관련하여 TOF-SIMS, XPS, SEM, AFM 등 최첨단의
표면특성 분석설비를 확보하고 제품과 부품의
정밀특성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동남아 거점

이 밖에도 FITI는 대한민국 유일의 AATCC 교육기관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 사업을

으로서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

펼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시스템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한 미국의 글로벌 바이어에 대한 직접 영업을 위해

신제품 개발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COSD 관련 주요 연구 활동
< 학술용역 과제 >
• 섬유바닥재 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2008)
• 산업용 섬유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및 섬유바닥재 분야 국제표
준 부합화 연구(2009)
• 세제 적정량 표준 개발(2010)
• ASTM 섬유분야 국제적 민간단체표준 도입(2010)
< 국가표준 개발사업 >
• 섬유분야 ISO 부합화 및 KS 개정(2010)
• 섬유분야 KS 개발(2011~2013)

< 표준기술력 향상사업 >
•사
 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2008~2009)
• 흡 한속건섬유 소재의 건조속도 측정방법 국제표준 등록
(2009~2011)
• 지속성장형 Green 섬유·패션산업의 국제표준 대응기반 구축
(2010~2011)
•섬
 유소재, 견뢰도, 감별 시험방법의 ASTM, AATCC 국제표준 등록
(2010~2011)
• 섬유, 의류분야 ASTM, AATCC 세탁 국제표준 대응(2012~2013)
•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섬유 배수재의 굴곡재현시험법 국제표준화
(2012~2013)

<표> COSD 지정 분야 현황(총 표준수 : 199종)
COSD 지정 분야
산업용섬유(ISO/TC 221) 분야

바닥재(ISO/TC 219) 분야

종수
64

65

COSD 지정 분야

종수

머리보호구(ISO/TC 94/SC1)
안전화(ISO/TC 94/SC3)
보안경(ISO/TC 94/SC6)
보호복(ISO/TC 94/SC13)
소방관개인장비(ISO/TC 94/SC1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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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표준화정책

표준은 미래 국가혁신의 도구
미국의 최근 표준정책 현황… NIST, 국가혁신 주도기관으로 부상
글_ 김태완 기술표준원 NIST 파견(2012.2.29~12.19)

미국은 민간주도형 표준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 주요사업에 관해서는 정부주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관 역할정립에 따른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편집자>

현재 표준관련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

미국은 ‘NTTAA 95’ 등을 기반으로 민간주도형 표준개발
원칙을 수립하고, NIST(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원)
에 민관 표준·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등 특정 표준의 개발·
사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세부권한 위임 내용은 개별
법령에 포함하고 있다. ANSI는 450여 개 표준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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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을 인정하고 미국 국가표준을 승인·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주요 기술표준 정책동향

민관 표준·
적합성평가 활동 통합조정, 표준개발 협력, 과학·기술문제
자문 등 NIST의 전반적인 역할을 강화했다.
① NIST 원장의 직위를 차관급으로 승격

스마트그리드 등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주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연방정부의 표준화활동 참여원칙을 수립·배포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헬스 IT, 공공안전통신 등이다.
③ 표준개발 지원 등을 위한 NIST 연구예산 2배 확대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혁신전략’을 통해 NIST를 3
대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NIST 연구예산에 대한 점진적 증액계획(567백만 달러(2011년)→622백만 달러(2012
년)→708백만 달러(2013년))을 발표했다.
④ NIST의 ‘3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美 의회 연례보고 의무화 미국은 경쟁력강화 법안(H.R. 2272)을 통해
NIST 원장의 국회 예산요청 시 3개년 추진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미국의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NIST에 새로운 역할 부여 위험부담이 크지만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high-risk, high-reward), 타 예산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국가 핵심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혁신 프로그램(Technology Innov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술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기술 적용,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을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조기술 확산프로그램(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도
운영하고 있다.
②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표준분과(SoS)’ 신설·운영

관찰 및 시사점

2008년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NIST가 미국의 혁신을 주도할 과학·기술 중심기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혁신구현을 위한 도구로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민간주도형 표준개발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최근 주요정책 관련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주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민관 역할정립에 따른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정부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 표준·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한 통합조정기관의 일원화,
지위격상, 역할강화, 예산확대 및 민관 표준협력채널
구축 등 표준선진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괄적인 표준화활동 대신
사안별 민관 역할정립을 통한 표준화활동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등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성숙된 사업 분야는 COSD에 위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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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압박 해결할 비디오 코딩 표준
코덱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할 새로운 국제 비디오 코딩 표준이 개발되었다
글_ 허정욱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전문위원+자료 ISO

는 많은 업체에서 그들의 전매상표가 붙은 압축코덱을
사용하여 비디오 업계의 빠른 진행과 확장을 촉진할
것이다. 새로운 표준이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전의 모델처럼 효과적일 것이라는데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ITU-T H.264/PEG-4 AVC는 어도비,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롤라, 삼성, 소니, 도시바 및
방송국, 케이블TV, 위성TV 서비스, 휴대폰, 비디오
컨퍼런스, IPTV 등 초고화질 동영상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타 업체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글로벌 동영상 압축 표준으로
남아 있다.
ITU-T H.265/ISO/IEC 23008-2 HEVC는 향후
프라임타임 에미시상식에서 수상한 ITU-T H.264와

10년간 동영상 업계의 신뢰성 있는 강력한 솔루션을

MPEG-4 AVC에 대한 새로운 비디오 코딩 표준이 ITU

제공할 것이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회원들에 의해 개발됐다. 새로운 코덱은 전체 비디오

새로운 표준은 발전하는 스크린 해상도를 고려하여

사용자들의 절반 이상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부담을

계획되었으며 최첨단 제품과 서비스가 발전하여 현재의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기술의 한계를 넘어섬에 따라

비공식적인 명칭으로 ‘고효율 비디오 코딩(HEVC)’인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표준은 현재 모든 웹 비디오의 80%가 넘게 사용하는

새로운 표준은 비디오 ‘intra’ picture로써 같은 코팅

전 모델 ITU-T H.265/MPEG-4 Part 10 ‘Advanced

툴을 적용하는 8-bit 4:2:0 비디오, 10-bit를 지원하는

Video Coding(AVC)’의 비트전송률을 절반 수준으로만

‘Main 10’ 프로파일 그리고 정지화상 코딩을 위한 ‘Main

필요로 한다. HEVC는 무선 단말기부터 초고화질 TV

still picture’ 프로파일을 포함한다.

까지 전체 ICT 영역을 포괄하여 비디오 생산에 있어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촉진시킬 것이다.

ITU/ISO/IEC 동영상 코딩에 대한 합작 팀은(JCTVC) 12-bit 동영상 및 4:2:2와 4:4:4 색도포맷을 위한

ITU-T의 스터디그룹 16은 공식적으로 ITU-T H.265

지원을 포함한 HEVC 범위의 확장 작업을 지속할

혹은 ISO/IEC 23008-2로 알려지며 상당한 기대를

것이다. 이 작업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HECV

모으는 가운데 표준의 첫 단계 승인(합의)에 동의했다.

의 스케일러블 비디오 코딩의 진행이 될 터이다. 입체와

이는 ITU 비디오 코딩 전문가그룹(VCEG)과 ISO/IEC

3D 비디오 코딩에 대한 HEVC의 확장에 대한 3D-

동영상 전문가그룹(MOEG) 간의 합작이기도 하다.

비디오(JCT-3D)의 합작팀에서는 세 기관이 작업을 할

Hamadoun I. Toure ITU 사무국장은 “ITU-T H.264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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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화 동향

2013년 Fully Networked Car 워크숍 개최
자동차 산업 동향과 ITS 융합 자동차 개발에 따른 국제표준 제정을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된다
글_ 김은정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전문위원+자료 ISO

해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아래의 주제로 패널 토의가
추가된다.
•제조업계의 입장에서 본 최근 산업변화의 표준화 수요
•앞으로의 전망
•Networked Car의 기술 및 적용의 문제점

최근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ITS(지능통신시스템) 융합

연사는 SAE, Dekra, Bosch, Ygomi LLC에서 참석하

자동차 개발에 따른 국제표준 개발을 주제로, 오는 3월

는데, 이는 패널 및 청중이 제공할 전문적 지식이 향후

6일 스위스에서 제네바 자동차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자동차업계가 직면할 문제의 이해는 물론, 어떻게 국제

워크숍은 올해로 제8회째로 ISO, IEC, ITU가 공동 협력

표준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을

하는 세계표준협의체(WSC)가 주관한다.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에는 세계 각국에서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모

올해 워크숍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계의

여 전기자동차 표준의 필요성과 운전자 주의 분산 예방

‘거목’이라 불리는 포드의 前중역 Richard Parry-Jones

책, 안전성 증가, ITS 시스템 등에 관해 토의했으며, 올

가 진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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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서비스경영 표준 활용하기
ISO/IEC는 정보보안 및 서비스경영시스템 표준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표준을 발간했다
글_ 하창인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전문위원+자료 ISO

ISO와 IEC는 조직의 정보보안 및 서비스경영시스템

신규표준 에디터이자 서비스경영작업반인 ISO/IEC

표준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

JTC1/SC7 Jenny Dugmore 전임 의장은 “ISO/IEC

는 신규 국제표준을 발간했다. 정보보안과 서비스경영

27013의 발간으로 두 국제표준의 통합된 활용이 부가혜

간의 관계는 너무 긴밀하여 많은 기관들이 두 개의 표준

택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이번 표준이 효율

인 ISO/IEC 27001(정보보안) 및 ISO/IEC 20000-1(서

성 증대와 기관의 정보보안, 서비스경영 및 서비스 개선

비스경영)을 채택하여 그 혜택을 인지하고 있다.

을 원하는 기관을 통해 취해지는 첫 단계에 대한 지침을

신규 표준인 ISO/IEC 27013:2012(정보기술 - 보안기
법 - ISO/IEC 27001 및 ISO/IEC 20000-1의 통합 구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통합 구현의 핵심적인 혜택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에 관한 지침)는 한 개의 표준이 다른 표준 이전에 구
현되는지 또는 두 표준이 동시에 구현되는지 여부를 적
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작업반(ISO/IEC JTC1/SC27)
Edward Humphreys 의장은 “ISO/IEC 27001 및 ISO/
IEC 20000-1 표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중
요한 원칙을 포함하며, 매우 유사한 프로세스와 활동을
기술한다”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자산
보호를 고려한 통합된 경영시스템을 구현하면서 많은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고객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신뢰도 부여
•통합 프로그램의 비용 감소
•두 표준에 공통되는 프로세스의 통합 개발로 인해
구현시간을 축소
•서비스경영과 보안 직원 간 이해 촉진
•인증프로세스 개선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국제표준 사용자들은 정보보안 혹은 서비스경영시
스템을 구현하는 심사자, 기관 및 심사자 인증 또는 교
육, 경영시스템 인증·등록 그리고 적합성평가 분야 인
정 또는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기술보고서인 ISO/IEC TR 20000-10은 표준시리즈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고, ISO/IEC 20000의
각기 다른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다른 ISO/
IEC 표준들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서, ISO/IEC 20000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제공하기 위
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유사하게 ISO/IEC TR 90006
은 서비스경영에 대한 ISO 9001의 적용을 위한 심사 지
침서로서 개발 작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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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SA, DIN 등과 이모빌리티 분야 협업
전기자동차 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표준이 필요한 분야 등을 협의할 것이다
글_ 한국표준협회 국제표준팀+자료 IEEE

은 이점을 볼 수 있다. 이모빌리티의 성공은 분야와 국
가를 초월하여 표준을 개발하려는 협력에 전적으로 달
려 있다. 전기차 충전소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동일한
표준과 시방서가 있어야 전기차의 생산·판매·사용이
국가를 초월하여 가능해진다. 국제표준은 차량 안전과
데이터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SAE International, DIN, IEEE-SA는 이미 전기차,
자동차-그리드 간(V2G) 통신, 전력 및 스마트그리드 분
야의 표준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는 IEEE-SA(국제전기전자

SAE International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더욱

기술자표준협회)가 독일표준협회(DIN) 및 국제자동차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술자협회(SAE International)와 협업하여 캘리포니아에

있다. 25개 이상의 전기차 관련 위원회는 780명의 멤버

서 국제 이모빌리티 표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64개의 표준을 개발했다. 현재는

고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과 V2G 상호운용성과 같은 중

이 심포지엄에서는 표준이 어떻게 전기자동차와 전기

요 분야 표준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충전 인프라에 혁신을 가져오는지, 이모빌리티

DIN은 전기차 표준화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독일 대

표준을 적용하면서 얻은 교훈, 전기자동차 시장을 한 단

표기관이며 국제적인 기술표준을 초기에 도입하여 독일

계 발전시키기 위해 표준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내용

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DIN은 산하

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 자동차 및 전자기기 분야 위원회와 함께 30개 이상의

Jack Pokrzywa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국제자동차표

ISO/IEC 표준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준부서 이사는 “전기차가 성공적으로 도입·이행되기

전기자동차 분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DIN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은 모든 관련 기관 간의 국제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경험을 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 걸친 협력을

노력하고 있다.

통해 개발된 표준은 소비자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전

IEEE는 스마트그리드 분야 전반에 걸쳐 100개 이상의

기차의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

표준을 개발했으며, 현재는 주로 전기차와 관련된 표준

이다. 영향력 있는 표준개발기관이 개최하는 이번 심포

을 개발하고 있다. Edward Rashba IEEE-SA 이사는

지엄을 통해 이모빌리티 분야의 협업이 더욱 증진될 것”

“기존의 폭넓게 채택된 표준을 국제적으로 강화함으로

이라고 설명했다.

써 전기차 시장 성장과 기술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또한 Rüdiger Marquardt DIN 이사는 “전기차의 미래는

을 불러올 것이다. DIN, SAE International과 함께 국

매우 밝다. 전기차 사용 확산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제 이모빌리티 표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향후 표준과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많

합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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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를 위한 ISO 표준과 노력
ISO 표준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에 관하여 소개한다
글_ 강윤이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전문위원+자료 ISO Focus+ 1월호

아주 밀접하여 살아갈 때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은 함
께 작용해야 한다. 이것이 ISO가 참여하는 이유이다”라
고 언급했다.
ISO Focus+에서는 오늘날 도시의 주요 문제들에 대
한 개요를 제공한다. 또한 어떻게 국제표준이 에너지 효
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계
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도로망과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오염을 줄이고 물과 폐수 관리를 다룸으로서
스마트 시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중들은 빠르게 진
행하는 도시화 환경 속에서 도시거주자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ISO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은 기후변화 및 보안과 운송 문제를 다루고 수질 서비스
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Victualic의 CEO인 John F.
Malloy와의 독점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파이프 연결
시스템에서 우리 사업의 본질과 우리가 활동하는 시장
의 폭은 글로벌한 관점을 필요로 한다”라고 언급한다.
오늘날 인류의 절반은 쓰레기, 오수, 공기오염이 커
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 ISO

글로벌 시장에서 ISO 표준의 중요성과 표준개발에 참

Focus+1월호에서는 ISO 표준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여하는 이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며, “우리가 솔루션을

도시생활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에 관하여 자

설계하고 전개할 때 우리가 일하는 산업에서 전 세계적

세하게 다룬다.

인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준을 고수하거
나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품

Rob Steele ISO 사무총장은 “오늘날의 도시는 부족

질, 안전 및 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나

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가 되

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ISO와 같은 기구에 연관되어 있

어야 한다. 스마트 시티는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대한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된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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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 에너지」 브로슈어 발간
브로슈어를 통해 최근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국제표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글_ 한국표준협회 국제표준팀+자료 ISO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40% 감축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있어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ISO는 최근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에너
지 효율이 국제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소개한
「ISO & 에너지」 브로슈어를 발간했다.
브로슈어에서는 전 세계 국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집중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출판된 19,500편의 ISO
표준 가운데 155건 이상이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와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이와 연관된 더욱 많은 표준
이 개발 중이다.
ISO 표준은 에너지관리(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모니

「ISO & 에너지」 브로슈어는 ISO의 에너지 효율과 재

터링하며 측정, 분석, 검증하는 표준) 및 에너지 절약과

생에너지 표준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

같은 일반적인 주제뿐 아니라,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서 비용과 시간은 절감해 기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Carbon Capture & Storage), 건축물, 정보통신기술과

강조하고 있다.

가전제품, 운송, 발전소 등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세
부적인 주제도 다루고 있다.

ISO는 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에너지기구(IAEA), IEC,
세계에너지협회(WEC), 에너지효율평가기구(EVO), 국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이오에너지와 태양

제조명위원회(CIE)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브로슈

열발전, 풍력발전, 수소연료 등의 표준도 개발 중이라고

어는 http://www.iso.org/iso/iso_and_energy.pdf에

소개하고 있다.

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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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전쟁의 최전선에서

2013년 APEC SCSC 및 CD 1차 회의 참가결과

표준 인프라구축과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글_ 임미희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연구사

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PEC SCS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표준적합소위원회) 정례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APEC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사안을 회원국과 논의했다. 또한 APEC CD(Chemical Dialogue, 화학대화)
정례 회의에 참여해 회원국과 화학물질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인도네시아 표준청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철강과 가전제품 규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이번 정례 회의에서
표준 인프라구축과 표준인재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펼쳤다. <편집자>

APEC SCSC(표준적합소위원회) 한국 관련 프로젝트 논의
① APEC 표준 인프라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이 주관하고 있는 본

프로젝트는 우리의 구체적 사례 소개(표준의 보급 및 이행에 관한 제도 및
사례연구조사 등)를 통해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높이고 회원국의 참여의지를 확보했다.
회의 중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공동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참여국이 증가했으며,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APEC 사무국 및 인도네시아 주최 측과 일정 및 장소를 협의했다.
② APEC 차세대 표준전문인력 양성 교육
이니셔티브: Phase 1. 이해 관계자 니즈 파악 한국이
주관하여 신규 제안한 프로젝트로 APEC 지역의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표준교육의
수요조사 실시 및 글로벌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교육에 대한 회원국
의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본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SCSC 내에서도 크게 환영받는
분위기였으며, 프로젝트 콘셉트 소개를 통해
지지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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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빌딩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표준과 적합성평가의 역할 미국이 주관하고
있는 5개년 프로젝트로 우리나라도 공동참여하고 있다. 1차년도 그린빌딩 인증제도
워크숍 관련 설문조사에 대응할 한국 전문가를 추천하였으며, 워크숍에 참가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④ 제7차 우수규제이행(GRP) 컨퍼런스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주관하고 있는 프로젝트
로 적합성평가의 GRP 설문조사 및 워크숍에 한국 대표가 참가할 것을 약속했다.

APEC CD(화학대화) 주요활동 내용
①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이행 G.R.E.A.T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회원국들의 GHS 정보제공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현재 GHS & 통관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리뷰하고 통관
단일창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② REACH 및 다른 규제 시스템 의류, 아동용품 등에 PHA 함량 규제를 위한
덴마크의 개정 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EU REACH 개정안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그 외 회원국 대표단의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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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CSC 주요 의제 및 내용
① 무역촉진(Trade Facilitation) SCSC의 공동실행계획, 성과지표, WTO 대응 등을
논의하였으며, 무역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및 적합성평가 관련 공동대응방안, EU
환경규제 등을 추가적으로 협의했다.
한편 베트남은 무역촉진 관련 SCSC 협력 액션플랜(CAP)의 업데이트 항목을 보고했다.
공동이행계획 8개 부문(국제표준부합, 우수규제관행, 적합성평가인정, 기술인프라개발 등)
39개의 활동을 포함한 총 18개 시행계획에 대한 진행경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본은 2012년 11월 개최되었던 WTO TBT 위원회의 진행 업데이트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차기 TBT 회의는 2013년 3월 우수규제이행과 표준관련 의제를 포함하여
열릴 예정임을 전달했다. 중국은 WTO SPS(위생관련) 위원회의 진행 업데이트 사항을
보고했으며, 특정무역이슈, 해충·질병상태, 기술원조와 협력, 개인표준 문제 등이
논의됐다.
② 국제표준부합화(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해당 의제는 회원국의
국가표준과 주요 분야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논의이다.
일본은 2013년 5차 VAP 부합화 작업에 대한 향후 활동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신규
VAP 부합화 작업을 제안했다. 회원국 내 신규 국제표준 부합화 업데이트 자료와 6차 VAP
설문조사서 작성제출을 회원국에 요청했다.
③ 우수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 글로벌 마켓의 기술규제에 관한 APEC
회원국의 협력 증진과 표준개발 및 활용에서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시험 및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논의되는 의제이다.
인도네시아는 제7차 우수규제이행 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워크숍 의제
초안을 회원국에 회람할 것과 발표자 및 주제 등에 대한 회원국의 코멘트를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APEC GRP와 적합성연구에 관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적합성평가 규제 설문조사 협조 및 워크숍
참가를 약속했다.
④ 식품 및 제품안전(Food and Product Safety)
식품 및 제품안전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해 논의하는 것으로 호주와 중국은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FSCF)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미국은 식품안전표준 및 적합성평가 통합체계 구축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도 식품안전표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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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의 한국개최 계획 보고와 홍보를 통한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⑤ 전기전자용품 상호인정(EEMRA)

전기

전자와 식품 등의 추진합의 분야에 대한 APEC
역내 표준 및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2013년 JRAC 의장국은 칠레임이
보고됐다. 또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7차 JRAC 회의 결과 보고 및 역내 전기전자
제품 수출국가 간 규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⑥ 표준 및 적합성 교육(Education)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의 중요성 확산을
위해 회원국 내에서의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APEC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양성 교육 이니셔티브: Phase 1. 이해관계자 니즈 파악’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APEC 지역의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표준교육의 수요조사
실시 및 글로벌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1단계: APEC 표준전문인력의 개념정의 및 수요공급기관 간 괴리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표준교육 분야에 큰 관심을 표시하면서 워크숍을 자국에서 개최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싱가포르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7개 지지국 확보 :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페루) 또한 APMP 아태계량기구는
한국의 표준인력양성 프로젝트 계량분야 전문가 양성부분에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APEC SCSC 관찰 및 평가
인도네시아는 APEC에서 신흥개발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간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2013년 APEC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발언 자세를 보였다.
한국의 표준 인프라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회원국들은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
근황에 관심이 많은 일본, 중국과 표준인프라가 미흡한 개도국에서 적극적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이 신규 제안한 표준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회원국은
크게 환영하였으며,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확인했다. 향후 APEC SCSC와
기술표준원의 개도국협력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SCSC 내에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표준의 관점보다는 역내 기술규제 통합을 통한
무역활성화를 위해 SCSC 무대를 이용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지금까지 주도한 표준교육
중심의 APEC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관련 프로젝트를 제안함으로써 관련
산업체의 참여 유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표준적합성분야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해 APEC
(정부간협력체)과 더불어 유사한 기구인 PASC(아시아태평양표준회의, 역내 정부 및
민간표준화기구 간 협력체)의 연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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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관기관에서는

IIS 비교숙련도 시험결과 최우수

FITI시험연구원(원장 노문옥)은 국제
시험소 간 비교숙련도 시험을 주관하는

학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재빈 KCL 원장과

이번 협약은 섬유패션 분야의 우수한 전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주요 인

문인력 유치와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

사들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청 지원 시니

음은 물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

어창업교육 과정인 KCL아카데미의 수강

내에 KATRi 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사업

생이 직접 제작한 카누 기증식도 함께 진

도 시행한다.

행됐다.

KATRi 장학회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CL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이 장학재단 내에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출

의 시험, 검사,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업

연하여 운영하게 되며, 지정 장학기금 1

무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

억 원의 출연원금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

기업 단체의 단체표준 제정지원과 중소기

게 된다.

업들의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업무

IIS(Institute for Interlaboratory Studies)에서 실

KATRi는 1964년 설립 이래 업계와 함께

시한 2012년도 Metal in textile(iis12 A03)과

성장하며 명실공히 섬유 및 산업자재의 국

Free Formaldehyde in textile(iis12 A04) 비교

제공인 시험·검사·연구기관으로 인정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시험결과 평가의

받고 있다.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KCL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에
너지, 환경 등 녹색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김현일 KATRi 원장은 “섬유산업의 지속

을 위해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기술지원

이전에도 IIS 비교숙련도 시험에서 아릴

적인 발전을 위해 KATRi 장학회를 설립하

과 성능평가에 대한 업무지원도 하게 된다.

아민, 알러지성 분산염료, 플라스틱 내 유

여 신규설비와 전문인력, 축적된 기술을 통

또한 두 기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산

해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항목에서

한 섬유업계 지원뿐만 아니라 섬유패션업

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분야에서 공동연

최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은 바 있는 FITI시

계의 당면 과제인 인재양성에 적극 힘쓰겠

구와 기술교류를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일

험연구원은 이번 포름알데히드와 섬유제

다”고 밝혔다.

자리 창출을 위해 KCL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우수 등급인 “Excellent” 인정을 받았다.

품의 중금속 용출 항목 비교숙련도 시험을

KCL아카데미의 창업기술교육에도 상호 협

통해 국제적 수준의 분석 기관임을 다시

력하기로 했다.
송재빈 KCL 원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한 번 입증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분석기술에 대한 지속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앞장

큰 경쟁력은 바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

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를 구축하고, 현

품 그 자체이다”면서 “KCL은 이들 제품에

재까지 이어 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성능평가 시스

로 기술성, 시장성 등 공신력 있는 종합 분

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

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업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완료
섬유패션업계 인재양성 앞장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김현일, 이하
KATRi)은 지난 2월 6일 섬유센터에서 (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과 ‘KATRi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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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송재
빈, 이하 KCL)은 지난 2월 7일 중소기업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심윤

앙회와 ‘중소기업 발전과 품질경쟁력 향상

수, 이하 KTC)은 지난 2월 22일 2013년 신

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입 사원과 경력사원(신규채용 연구원 23명,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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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연구원 5명, 기술원 21명) 등 총 49명의

지금 유관기관에서는

사원을 채용 완료했다.

자재 분야 시험·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

을 위해 노력해온 분당청사 직원들을 격려

이번 공개 채용에 응시한 인원은 약 600

성 확보와 대외업무 및 신규업무 확대로

하면서 “알찬 건물의 증축과 더불어 분당

여 명으로 1차 서류합격과 2차 인적성 전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청사 환경개선이 이루어져 무엇보다 기쁘

형을 통해서 약 1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건축자재 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

다”고 소감을 밝혔다.

49명이 선발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업무 확대로 화학 분야의 다양한 고객유

분야는 의료기기 분야로 약 30대 1의 경쟁

치,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증대

률을 보이기도 했다.

가 기대된다.

이번 KTC의 신입 및 경력사원들은 결원

한편 건자재 시험 분야 중 구조재료 업

부서의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신규채용 보

체는 1,641개, 설비재료 업체는 962개에

류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달하며, 건축관련 화학 분야의 업체 수는

부서를 중심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3,892개에 이른다.

사회적 공헌사업 협약 체결

건자재 분야 시험시장 규모는 약 9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내외장 마감재료 등
관련 화학 분야는 약 400억 원 정도로 추

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

정되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조기성,
이하 KTR)은 사회적 공헌사업의 활성화를

KTC 분당청사 증축 준공식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기성 KTR 원장과 정영석 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대표는 지난 2월 26일 KTR 본
원에서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KTR은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 복지증진에 적극 협조하고, 산업 발전
을 위해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을 협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심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심윤
수, 이하 KTC)은 지난 2월 25일 건설기술

하기로 했다.

수, 이하 KTC)은 지난 2월 4일 분당구 궁

또한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는 장애인

내동에 위치한 분당청사의 증축 준공식

복지단체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

을 가졌다.

품을 KTR에 의뢰하여 연구원의 시험, 인

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품질

이번 준공식은 1개 층을 증축(571.32㎡)

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이로써 KTC

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올

는 건축 분야(골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해 1월 증축 완료됐다. 이로서 분당청사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는 사회적 취약계

와 특수 분야(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강재)

는 2,910.28㎡의 규모를 갖춘 시설로 탈바

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상담을 비롯하

등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꿈했다.

여 IT 분야의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

있게 됐다.
또한 전문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건축

이날 중축 준공식에서 심윤수 원장은 열
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참고 연구원 발전

증,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며, 인쇄물 및 LED조명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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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史記智略

사마천의 史記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⑧

千金의 가치를 통찰한 명언들
글_ 김영수 박사, 사학자 allchina21@naver.com, allchina(페이스북, 트위터)

중국인의 과장법
중국인들의 과장, 속된 말로 ‘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개는 이런 과장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한 ‘구우일모(九牛一毛)’이다. 아주 하찮은 것을
비유하는 성어인데, ‘소 아홉 마리에서 털 하나’이니
얼마나 보잘 것 없고 하찮은가?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러워하는 속내가 묻어

이밖에도 《사기》를 비롯한 고전 기록에는 과장법을

있다. 중국인의 과장은 단적으로 말해 그 땅 크기만

동원한 고사성어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960만㎢의 강역, 남한의 90

고사성어만 잘 이해해도 중국인 특유의 기질과 개성을

배 이상이다. 동서로 길이 약 6,000㎞, 남북으로도 그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길이가 비슷하다. 시차만 네 시간이 난다. 직접 가보지

《사기》를 비롯한 고전에 보이는 ‘천금’과 관련된

않고서는 실감이 잘 안 나는 규모다.

고사성어를 몇 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자.

중국인은 연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영원히
사랑해’와 같은 추상적인 과장보다는 ‘당신을 1

‘천금’과 관련된 고사성어와 명언

만 년 동안 사랑해’처럼 구체적인 과장을 즐겨 쓴다.

천금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고사성어에도 이런 과장은 흔히 발견되는데, 가장

없다. 다만 어마어마한 액수임에는 틀림없다. 영어로

대표적인 것이 사마천이 친구 임안에게 쓴 편지에서

표현하자면 ‘Uncountable’ 정도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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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서 천금이 들어가는 고사성어를 꼽으라면
명장 한신이 젊은 날 별로 하는 일 없이 떠돌다 배가
고파서 빨래하는 아낙에게 한 달 가량 밥을 얻어먹은
뒤 훗날 금의환향(錦衣還鄕)하여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는 ‘일반천금(一飯千金)’이 될 것 같다. ‘밥 한 번
얻어먹은 값이 천금’이란 뜻이며, ‘밥 한 번 얻어먹고

▲젊
 은 날 어려운 처지의 한신에게 한 달 가량 밥을 먹여준 빨래하는 아낙
‘표묘’의 무덤은 한신의 고향 강소성 회음에 잘 남아 있다

천금으로 갚았다’고 해석한다. ‘빨래하는 아낙이
한신에게 밥을 주었다’는 고사는 ‘표모반신(漂母飯信)’

유방이 계포에게 걸었던 천금의 의미가 보태지면서

이란 성어로 남아 있다. 어려울 때 남을 돕는 마음과

‘일낙천금(一諾千金)’이란 고사성어를 파생시켰다. 한

은혜를 입었으면 갚으라는 보은의 가치 개념을 전하는

사람의 약속과 신의가 천금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의미의

좋은 고사성어이다.

고사성어다.

진시황의 생부로 알려진 여불위는 조나라에 인질로

천금은 부자나 부잣집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마상여

잡혀 와서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던 진(秦)나라의

열전》과 《원앙조조열전》에 보면 ‘천금을 쌓아둔 부잣집

공자 자초(子楚)를 ‘차지해두면 값이 오를 귀한 물건’

사람(자식)들은 집에서도 가장자리에 앉지 않는다’

즉, 기화가거(奇貨可居)라 판단하고 그에게 막대한

는 조금은 아리송한 대목이 나온다. 행여나 집이

자금을 투자하여 끝내 왕위에 오르게 만들었다.

무너질까봐 몸조심을 한다는 의미다. ‘부자 몸조심’

여불위는 재상이 되어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렸다.

이다. 여기서 ‘천금지가(千金之家)’와 ‘천금지자(千金之

여불위는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과시하기 위해

子)’란 말이 나왔다.

문객들을 총동원하여 《여씨춘추(呂氏春秋)》라는

사마천은 《화식열전》이란 명편에서 경제와 정치의

백과전서를 편찬하여 세상에 내놓았는데 저잣거리에

관계, 돈과 세태의 연관성 등을 깊게 통찰하고 있는데

방을 내걸길 ‘이 책의 내용을 한 자라도 고칠 수 있는

그중 ‘천금의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지 않는다’

사람에게 천금을 주겠다’고 큰소리 쳤다. 여기서

는 명언도 들어 있다. ‘천금지자(千金之子), 불사우시

‘일자천금(一字千金)’이란 유명한 고사성어가 탄생한다.

(不死于市)’가 그것이다. 이 대목은 마치 오늘날 우리

자신이 주도하여 편찬한 책의 글자 하나 값을

사회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 같아 놀라우면서

천금으로 매긴 것이다. 여불위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오만함이기도 했다.

천금의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 상대적일 것이다.

《계포난포열전》을 보면 한나라 초기 강직하고

계포의 약속이 가진 값어치와 여불위의 ‘일자천금’,

의협심이 넘쳤던 계포라는 인물이 눈길을 끈다. 그는

천금을 쌓아둔 집과 그 자식들의 가치가 어찌 등가로

초한쟁패 때 항우의 부하로 있으면서 유방을 여러

치부될 수 있겠는가? 《사기》에 보이는 가치 개념들은

차례 궁지로 몰았다. 말하자면 유방의 천적과도 같은

이렇듯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깊은 사유를

존재였다.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무려

자극한다.

천금을 현상금으로 걸고 계포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계포의 인품을 잘 알던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계포는
사면을 받고 유방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바쳤다.
사마천은 이런 계포의 성격과 인품을 ‘일낙백금(一
諾百金)’이란 말로 개괄했는데, ‘백금을 얻느니 계포의
약속 한 번 얻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다. 훗날

사학자인 김영수 박사는 사마천의 史記 전문
연구가로 국내 대기업(삼성, LG, SK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국정원, 행안부, 법제처 등), 한국표준
협회, 한국능률협회, 대학원 경영자과정, 세리
CEO, 전국경영포럼 등에서 사마천의 <사기>
관련 리더십, 인재론, 인문경영 등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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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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공산품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을 2007년 2월 2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TBT 포탈사이트
Know TBT(www.knowtbt.kr)→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4~7257), tbt@kats.go.kr]

TBT
통보건수

•대상기간 : 2013년 1월 21일 ~ 2013년 2월 15일
•TBT 통보문 건수 : 23개국 131건(부록·수정문 포함 25개국 178건)

<국가별 통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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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별 통계>
건수

국가

건수

분류

건수

그루지아

1

이스라엘

8

건설

2

남아공

2

일본

2

교통/안전

4

모로코

1

칠레

1

기계

15

미국

11

카타르

3

기타

6

베트남

3

캐나다

1

농수산품

3

브라질

4

콜롬비아

3

생활용품

6

사우디아라비아

15

쿠웨이트

21

소재나노

4

스웨덴

1

터키

16

식의약품

65

아랍에미리트

23

페루

1

에너지

2

아르헨티나

1

프랑스

1

전기전자

12

에콰도르

3

한국

3

정보디지털

3

유럽연합

6

총 합계

131

화학세라믹

9

총 합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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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중국 G/TBT/N/CHN/681.Rev.1

평면 TV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및 효율 등급 최소 허용값
[전기전자] 전기기기┃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평면 TV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효율성 등급 최소 허용값에
대한 개정사항을 전달했다. 해당 표준 조항 4.2와 4.4는 강제사항이며 나머지는 권고이다. 강제부분의 내용은 에너지 효율성의 최소
허용값과 FPD TV의 수동 대기 전력(Passive Standby Power)이다. 해당 표준은 지상파를 이용하고 케이블, 위성 또는 다른
아날로그, 디지털 시그널 수신, 복조(Demodulation) 및 디스플레이의 주요 기능을 가진 일반적인 전기 그리드 전압에서 작동하는
LCD TVs 및 플라즈마 TVs에 적용된다. 또한 TV 제품으로 유통되는 주요 TV의 기능을 가지고 채널 전환기기(Tuner)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기기에도 적용하게 된다.
- 의견마감일 : 2013년 3월 9일
- 채택예정일 : 2013년 4월 8일

개정된 에너지 효율기준(EEI)이 현재 기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다(0.6→1.3, LED TV 기준). 참고로 EU의 경우에도 개정
중인 TV 규제에 UHD와 OLED TV를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 진행 중이다.
품목(HS Code)

•평면 TV(8528)

對 발행국 수출액 518,171(2012년 기준)

미국 G/TBT/N/USA/425/Add.8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 전자레인지에 대한 시험절차 - 최종규칙
[전기전자] 전기기기┃2011년 11월 23일 미국 에너지부(DOE)는 전자레인지의 시험절차를 수정하는 Rulemaking(SNOPR) 공지를
한 바 있다. 이번 Rulemaking은 국제표준 IEC 62301 Edi 2.0 2011-01 ‘가정용 전기기기- 대기전력 측정’의 규정을 통합하기 위한
개정이다. DOE는 2012년 5월 16일 두 번째 Rulemaking 작업을 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소한 기술적 수정뿐 아니라 전자레인지와
다른 기기의 기능을 결합하는 제품의 대기모드와 오프모드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측정하는 추가 규정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DOE는
이번에 IEC 표준 62301의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으나, 다른 기기의 기능을 결합한 제품의
에너지 소비측정에 대한 시험절차는 개정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Rulemaking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의견마감일 : 2013년 3월 1일
- 채택예정일 : 2013년 2월 19일

DOE의 시험 절차는 약 5년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사항이어서 인지하고 있었고, 최근 IEC 62301 개정이 완료되면서
이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아직 기준(Conservation Standard)이 정립되지 않아 시험절차만으로 그 영향을
예상하기에는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HS Code)

•마이크로웨이브 오븐(8516.50)

對 발행국 수출액 56,707(천불,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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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화유산을 찾아서

황동으로 만들어진
국가표준기,

표준말(立)

황동으로 만들어진 원통형의 모양의 표준말
(立)로 1900년대 초 궁내부 평식원 때부터
액용 및 곡물거래에 사용됐던 되, 말의 제작과
검정에 활용된 국가표준기이다.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앞면에는 ‘二十立’
(용적은 21,061.18㎤로 대략 21리터)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하단에는 제조회사인
‘동경성촉조’가 표기되어 있다.

국가 표준말(立) 
┃문화재등록번호 제320-48호
┃재질 : 황동제
┃크기 : 지름 30.9㎝, 높이 31.0㎝
┃제작년도 : 190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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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기술표준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중심국가로 가는 변화의 전략,
프로젝트 경영 표준

기술표준원
페이스북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기술표준원은 현장 중심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공식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발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꾸~욱 누르고! 최신 정보 받아가세요!

글_ 서광현 기술표준원 원장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가 곧 생존인 시대다.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나 공공기관도 변화에 민감한 효율적
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커졌다. 다양한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거나 프로젝트화된 업무방식으
로 개선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프로젝트 경영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변화의 수용능력, 창조적 혁신, 유
연한 대응능력 등을 갖춤으로써 목표 이상의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업무방식이다. 그런데 프로젝트
는 제한된 자원과 인력, 예산, 시간을 가지고 수행하는 비반복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잠재적 리스크
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유사경험을 통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
계적인 프로젝트 경영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계획과 진행 과정을 원활하게 관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의 성과관리는 기존의 관리방법과 프로젝트 경영 기법을 접
목시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http://www.facebook.com/katsnews

세계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라 프로젝트의 글로벌화도 가속되고 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진행하는 프로
젝트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여건 속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은 마치 서로
다른 교통체계가 혼재하는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처럼 곳곳에서 많은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
이다. 즉, 프로젝트 팀 내에서 서로 다른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프로세스와 방법이 서로 다르다면
팀 내의 갈등과 프로젝트의 혼란이 가중되어 높은 효율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프로젝트 경영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1500이 탄생하게 된 연유다.

기술표준원 트위터도 있습니다
@kats_news

국가 경쟁력의 뿌리
201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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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심국가로 가는 변화의 전략, 프로젝트 경영 표준

프로젝트 경영은 변화의 수용능력, 창조적 혁신, 유연한 대응능력 등을

갖춤으로써 전략적 목표 이상의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업무방식. 변화가 곧 생존인 시대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역군인 해외건설과 중공업, 조선 등은 대표적인 프로젝트 산업이다.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 경영 국제표준이 ISO 2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