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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표준정책의 추진전략

제 1절  국가표준(KS) 중장기 정책

1. 개 요

  가. 표준의 중요성 점증

  표준화란 어떤 특정의 활동을 순서있게 접근할 목적으로 규칙을 세우고, 이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의 협력하

에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행위라 말할 수 있다. 표준화는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잘 되어가고 있을 경우 그 고마움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실패하면 매우 귀찮

은 사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표준의 개념이 종전의 ‘생

산비절감의 수단’이란 소극적인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란 적극적 개념

으로 변모하면서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표준화 전쟁시대

로 돌입하 다. 선진국은 개발된 신기술을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시장을 선점

하고 있으며, 국제간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전통적 장벽들이 하나 둘 제거되어

가고 있다. 국제적 기술이전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교역 파트너간에 표준 및 

적합성평가 요건을 통일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이제 표준은 새로

운 세계 교역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 다.

 나. 표준화 환경변화 및 국제동향

  표준화의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주변환경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광공업분야에서 정보분야, 환경보호, 자원

순환, 서비스, 관리시스템, 고령자․장애자, 소비자보호, 특화기술의 규격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격화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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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둘째, 기술진보의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이나 기술의 사용기간 단축화

가 진행됨에 따라 규격 책정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제표준화 기구에

서는 국제표준으로 성립되지 않은 기술을 조기에 공개, 표준화 전 단계의 장

세형성을 목적으로 TR(Technical Report)제도를 마련하 고, 또한 기업 등이 

작성한 사실상 표준을 신속히 표준화하기 위해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공적으로 사용가능한 시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세계경제

의 일체화의 흐름, 지역연계의 진전과 국경개념의 변동 등 경제적인 국가개념

의 변화, 정보시스템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기술혁신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이

다. 또한 국제적으로 WTO/TBT협정(세계무역기구/무역상기술장벽 협정)은 

가맹국에 대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책정의 기초로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 속에서 국제표준화기관에서의 표준정책 동향을 끊

임없이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주요 선

진국의 국가표준전략 수립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자유방임형의 표준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국제표준에 적극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국 산업에 미칠 부정적 

향을 인식하고 ’96년 국가기술이전 및 진흥법을 제정하여 표준화 활동에서

의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전개하고 있으며, 유럽은 일찍부터 표준을 시장획득 

수단으로서 전략화하고 연구개발단계부터 국제표준 제정과 병행함으로써 세계

시장 선점을 추진한 결과, 핸드폰의 유럽통합 규격인 구주이동통신규격(GSM)

을 일찍 제정하여 전 세계 이동통신시장의 70%를 장악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세계규격 제정활동에 수동적인 입장 견지로 일본산업이 

받은 막대한 손실을 인지하고 국가표준제도의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표

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 표준화 추진현황

  우리 나라의 국가규격 제정실태를 보면, 1962년 300종의 KS규격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말 현재 19,865종의 KS규격을 제정 보급하고 있다. 이

는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국제 

수준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KS규격의 질을 선진국수준화를 추

진 중에 있다. KS규격을 업종별로 보면 제품규격 6,861종(34.5%), 방법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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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종(35.6%) 그리고 전달규격이 5,934종(29.9%)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자

와 서비스 관련 규격은 미흡한 편이다. 또한 KS규격을 업계에 보급․확대하

기 위한 KS표시인증 사업을 살펴보면 2004년말 현재 KS표시 인증공장은 

6,015개(924개 품목, 10,154건)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에도 중국 등 7개국 112

개 공장(67개 품목)이 KS표시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한편, ISO/IEC등 국제

표준화기구와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등 지역기구 표준화활동에 적극 참

여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기술의 반 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MPEG 

분야 등에서 101종의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의 일부로 반 되었다. 

2. 정책방향

 가. 선진국 수준의 국가표준체제의 확립

  표준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세계 각국의 표준화활동 강화 등에 따라 우리 나라

도 표준화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표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매년 2,000여종의 KS 

규격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디지털기술 등 신기술, 장애인복

지 등 삶의 질 향상, 문화․서비스 관련 등 신수요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국

가표준으로 제정․보급할 계획이고,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는 '08년까지 

300종의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채택토록 함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점유율을 6%에서 15%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KS인증 제

품의 정기심사 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심

사원의 자격관리 기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KS 인증제품을 믿고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운 중인 기술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화시키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현재 17개 부처의 기술기준 중 KS와 일치

하지 않은 661종을 2007년까지 KS와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며, 향후 정부 각 

부처에서 기술기준을 제정할 경우 국가표준(KS)과 일치된 규격을 제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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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함으로써 이중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화는 물론 각국의 통상압력

에도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 국제표준 채택활동 등의 강화

  국제무역 의존도가 61.8%인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국제표준 채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채

택 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

(2004년 12월말 현재 906개) 정회원 가입율을 2000년 38%에서 2004년 12월말 

현재 73%로 끌어 올렸으며,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0%수준으로 제고할 계

획이다.

  각종 기술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간사도 한국인이 2000년 2개 분

야에서 2004년 12월말 현재 12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고, 2007년까지는 20개 

분야로 확대함은 물론,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최한 2004년 IEC(국제전기기술위

원회)서울총회를 계기로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및 참여확대를 통해 실질적

으로 국제표준화기구를 리드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PEC/SCSC, PASC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표준화 활동도 강화하고, 세

계의 표준을 주도하는 선진국들과의 기술지도, 인적교류 등 표준화 협력의 확대

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각국은 환경, 안전, 보건 등을 표방하며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도입을 확대 ('95 ∼ '04

년말까지 약 6,200여 건)하고 있어,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 하는 것만큼 

우리 산업에 중요한 것은 수출확대를 위해 TBT 타개를 위한 활동이다. TBT

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 정부는 WTO 사무국의 TBT 통보문과 각국에서 

직접 통보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TBT 전문가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

하고, 이를 관련 업계에 통보함은 물론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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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TBT 대책반을 구성하여 선진 각국에서 확대하고 있

는 각종 기술장벽에 적극 대처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다.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기능 내실화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표준에 반

할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업화는 선진국에 비

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표준도 일본의 JIS와 같은 선진국 표준을 도입해 사용하거나, 또

는 선진국 주도로 제정된 국제표준을 도입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에서는 우리의 기술이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또는 한 발 앞서나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제표준에 있어서 기존의 수용자

(taker) 입장에서 국제표준 주도자(maker)로의 도약을 시도할 계획이며, 미

국․독일 등과 첨단 기술분야의 표준화 공동연구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 공인시험검사기관의 능력제고

  우리나라의 시험‧검사능력은 국제표준으로 규정된 전체 시험방법 중 59%만

이 국내에서 수행가능 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품의 안전성, 국제표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해외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기술의 유출도 걱정을 해야 한다. 수출품

의 경우 이런 절차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능력 제고를 위해서 시험설비확충 등에 400억원

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정부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KOLAS(한국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기구)제도의 확대‧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 민간표준의 활성화 기반조성

  민간 차원의 대단위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수행 등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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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기업에 표준을 전수케 하는 

top-down방식은 국내 산업발전과정에서 산업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하여 왔으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국제표준이 점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표준화 참여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표준을 통해 우리 

산업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자율적 표준화활동의 구심적 역할수행을 위한 분야별 “표준

개발 협력기관 지정제도(PSDO ; 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도입추진, 표준화 포럼(Forum)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표준화 개발과제 및 기

반구축과제 확대 등 지원폭을 확충하고, 단체표준의 개발․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표준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이공계 대학에 대한 표준강의 개설확대

(2004년 2학기부터 12개 대학 참여), 표준화 우수논문 공모, 표준전문가 Pool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표1-1-1>          국가표준 선진화를 위한 SWOT 분석

<기술 표준화 동향>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 

   가속화

 ․ TBT 제거를 위한 MRA 

   추진 활성화

 ․ 적합성평가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전산업 범위를 포괄하는 
표준화 능력

・정부 주도의 체계적 표
준화 개발 시스템

・표준과 적합성평가시스
템 상호보완 및 저렴한 

표준 보급 비용

・국내 표준화 협력 및 정보
공유 기반부족

・민간의 표준화 역량 부족
・국제표준화 활동 미흡
・시험․분석 능력부족

기회(opportunities) SO 전략 WO 전략

・신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추세

・신기술‧신수요 분야 수요 증대
・FTA 확대 기조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추세

・표준화연구개발 기반확충
・연구개발성과 표준화로 
신속히 연결

・신기술‧신수요 등 주요 
전략 분야 표준화

・JPSDO 제정 등 민간 
표준개발 역량 확충

・국제표준화 활동강화
・MRA 체결 확대
・시험, 분석능력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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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표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표준의 중요성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전 세계 대부

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제품은 점점 동질화되어가고 있고,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표준에 반 되지 않으면 그 기술은 사장(死藏)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도 표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국

제표준화 동향을 면 히 관찰하고 표준을 고려한 R&D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제표준 반 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위협(threats) ST 전략 WT 전략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추격
으로 전통산업의 산업 경쟁

력 약화

・유럽 중심의 국제표준 협력 
활동 추세

・외국의 기술 장벽강화
・외국계 시험․검사 기관의 
국내 시장 점유

・신성장 산업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유럽 선진국 수준의 국
가표준 확보 및 국제표

준 제안

・국제 공인시험기관 육성
・시험․검사능력 국제수
준화

・계량․측정산업 육성
・무역상 기술장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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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표준(KS) 확충

1. 국가표준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가. 국가표준(KS) 개발 경과 및 현황

   1) 국가표준(KS) 개발 경과 및 현황

  우리나라의 근대 산업표준화 제도는 '62년 공업표준화법(현재는 산업표준화

법)의 제정과 상공부 표준국이 신설되어 올해로 44년째를 맞고 있다. 공업표

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은 '62. 11. 1. 기어용어 (KS B 0102) 등 42

종의 KS를 제정·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1999년에 1만종

을 돌파하 고 2004년 말에는 19,865종으로 확대하 다. 올해는 국가표준(KS)

의 종수가 2만종을 돌파할 예정으로 국가표준(KS) 종수가 1만종대인 미국, 일

본은 물론이고, 2만종이 넘는 국, 프랑스 등 국제표준 주도국과도 어깨를 나

란히 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표준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2000년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국가표준(KS)이 51.7%에 

불과했으나 2004년 말에는 대응하는 국제표준이 있는 국가표준(KS) 중 96.6%

를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활용도

  이러한 국가표준(KS)의 확충 과정에서 국가표준(KS)의 활용 및 확산은 국

가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04년 한 해 동안 기업 등에서 기계, 전기 등 16개 

분야의 국가표준(KS)을 52만회 열람하 고, 연 436만종의 KS규격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개 부처의 62개 법령에 의한 정부규격에서는 2,500여종의 국가표준

(KS)을 1만 2천여회 인용하는 등 KS의 활용분야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기

업뿐만 아니라 타 정부부처로까지 그 범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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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위

  2000년 이전에는 KS 규격에서 전통·기간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서 전체 국가표준(KS)의 60%에 달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유통, 서비스, 

e-비즈니스 등 미래산업 분야와 삶의 질 향상 분야의 표준을 역점 개발하

다. 그 결과 기간산업분야 국가표준(KS)은 최근 5년간 48% 증가했으나 미래

산업 분야는 157%, 삶의 질 향상 분야 137%의 증가율을 보 다.

< 국가표준(KS) 개발 현황 >

 

나. 국제표준개발동향

  산업·경제 발전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지식기반도 산업분야 표준을 적

극 개발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5년간 이 분야의 국제표준은 전체 국제표준의 

평균 증가율(15%)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증가율(31%)를 보이고 있다.

(단위 : 종)

‘00 ‘04 증가율(%)

전체 국제표준
(ISO, IEC) 17,630 20,237 15

지식기반표준       2,953       3,856 31

(단위 : 종)

분야 ‘00년 ‘02년 ‘04년 증가율(%)

미 래 산 업 2,169 4,097 5,566 157

삶의 질 산업 1,627 2,950 3,863 137

기 간 산 업 6,507 7,522 9,648  48

계량 등 기타      542      607      788  45

계    10,845    15,176    19,86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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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준

화기구(ISO)에서는 '04년 말 현재 14,941종의 국제표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2000∼2004년까지 최근 5년간 4,930종의 표준을 새로 제정하 으며(33.0%) 

이중 IT, 공학, 재료, 유통 등 4개 분야 표준이 3,921종으로 신규 제정표준의 

79.5%를 점유하고 있다.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보

유하고 있는 국제표준 ('04년 말 5,296종) 중 2000∼2004년간 제정된 국제표준

이 2,320종으로 43.8%를 점유하고 있다.

다. '05년 국가표준(KS) 개발계획

   1) 총괄

  '05년에는 “미래산업 분야”,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의 표준을 중점적으로 

제정·개정하여, 2004년말 19,865종이던 국가표준을 2005년 말에는 21,000여종

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순증 1,356종, 폐지 251종, 개정 666종)

미래산업분야 삶의질 향상 분야 기간산업분야 기타 계

'04년 5,566 3,863  9,648 788 19,865

'05년 5,929 4,124 10,319 849 21,221

분    야 제    정 개    정

미 래 산 업 465 209

삶의 질 산업 274 267

기 간 산 업 798 154

기       타 70 36

계 1,607종 66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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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간의 역량 활용

  향후 국가표준(KS)은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되 산업여건에 탄력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서 '05년

에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3D 기술개발｣ 분야 등 1,423종을 민간의 역량
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기술표준원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 등 184종의 KS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산업별 표준 >

<‘05년 국가표준(KS) 개발계획>

분   야 세부 내용

* 미래산업 정보기술, 반도체, 환경 표준 등

* 삶의 질 산업 문화·레저, 상, 노인복지 표준 등

* 기간산업 기계류, 신소재 표준 등 

* 기타 산업 계량, 신뢰성 표준, 기타 수요자 요구분야

(단위 : 종수)

분  야 표   준   개   발
비고

제정 개정 폐지

미래산업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분야 표준화연구 등 18건 120 2 16

환경분야(오염관리 및 멤브레인) 표준화연구 등 7건 95 97 25

초음파분야 표준화연구 등 11건 100 25 37

정보보안기술 표준화 연구 등 15건 50 45 8

열사용기자재 및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표준화연구 등 11건 100 40 16

62건 465 20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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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준개발 내실화를 위한 표준 시험 및 연구 병행 

  국가표준(KS)의 신뢰도와 우리 산업현장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RFID, 풍

력발전분야 등의 41개 표준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의 자체 경상연구과제로 선

정하여 시험·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신개발기술의 신속한 국제표준 선점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 표준안의 병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표준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품질연구원, 표준협회 

삶의 질 
산업

고령자배려 주거시설표준화 연구 등 10건 96 114 2

콘크리트표준화 연구 등 6건 37 99 7

도로안전 시설물 표준화 연구 등 11건 80 40 3

옥외광고물 표준화 연구 등 11건 61 14 1

38건 274 267 13

기간산업

항공우주분야 표준화 연구 등 11건 219 8 61

건설기계분야 표준화연구 등 5건 160 28 11

비철금속 재활용분야 표준화연구 등 8건 150 36 9

수송용전기기분야 표준화 연구 등 11건 122 64 6

플라스틱재료의 물성측정방법 표준화 연구 등 8건 147 18 40

43건 798 154 127

기타산업

경 시스템관련 표준화 연구 15 4 3

법정계량기 기술기준의 표준화 연구 등 6건 35 14 5

신뢰성분야 KS 제정연구 등 2건 20 18 1

9건 70 36 9

합계 152건 1,607 66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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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7개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미래형 자동차 등 10개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기술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한다.

   4) 국가표준(KS) 보급 활성화

  또한 국가표준(KS)의 개발뿐만 아니라 보급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 기업 등이 주요 분야의 국가표준(KS)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고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KS 기술정보서｣를 개발하여 보급
하며,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KS 문화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표

준(KS)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04년 말 전체 19,865종의 국가표준(KS) 중 

8,065종의 문화를 완료하여 문화율이 45.6% 수준이었으나 올해('05년) 말

까지 65%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5) 산업표준심의회 개선

  또한 국가표준(KS) 개발체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적합한 표준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충실히 했다. 먼저 39개 부회에 300명이 참여하던 

산업표준심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표준 제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기술, 

생물, 문화산업 등 13개 부회를 신설하고 부회 위원도 441명으로 확대하는 등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KS)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국내 산업계 전체적인 입장과 수요를 국가표준(KS) 개발에 반 하기 위해 

지역위원의 비율을 기존 3%에서 15%로 12%를 상향시켰고 여성 위원의 수도 

전체 441명의 30%선인 107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표준의 확용·확산 범위

를 넓히기 위해 산·학·연·관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 위원 구성 >

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정부부처 등

441명
(100%)

90명
(20%)

194명
(44%)

132명
(30%)

25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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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밖에도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정부 기

술개발 사업의 제안서와 평가항목에 표준화 내용을 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소관의 기술개발 사업에 시범실시 후, 과학기술

부, 정보통신부 등 타 정부부처로까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표준(KS) 개발에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

간의 표준개발협력기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별, 업종별 협회 및 학

회 등을 표준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고 이들 표

준협력기관에서 국가표준(KS)의 초안 개발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제표준화 활

동에서 있어서도 국내 산업계의 표준화 관련 이슈를 집결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의 표준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 중에 있다. '04년도에 특

허기술의 사업화 실적이 약 30%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특허기술을 표준으

로 채택할 경우 특허기술은 표준으로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특허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의 1년 단위로 제정·개정 계획을 수립하는 단기 계획 중심의 국

가표준개발 계획을 5개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 중심으로 운 하고 산업별 

관련규격의 동시검토 방식도 더해 좀더 계획적이고 시장적합성이 향상된 표준

을 보급할 계획이다.

라. 향후 계획

  이상과 같은 국가표준(KS) 개발 계획은 올해 수립하는 ｢제2차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에 반 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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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동력산업
 가. 개요
 

  2003년 우리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확정, 국민소득 2만달러시

대를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디지털TV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의 10대 신성장산업의 도출은 

결국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제 이를 기반

으로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미래 비전 : 국민소득 2만불시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03’03 ’07’07 ’12’12

< 부가가치 >< 부가가치 >

단위 : 조원

’03’03 ’07’07 ’12’12

2,519

1,213

721

단위 : 억$

< 수출규모 >< 수출규모 >

’03’03 ’07’07 ’12’12

241

142

94

단위 : 만명

< 고용규모 >< 고용규모 >

169

99
67

 

[그림1-2-1]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과 미래비전
 

  국제시장이 로벌화되어 국제표준 선점이 세계시장 장악의 필수적 요건으

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는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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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표준에의 채택이 전통산업분야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

제표준에 우리 기술이 반 되지 못하면, 힘들게 개발한 우리기술의 사장 위험

도 크게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국가대표기관(National 

Body)으로서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의 사용자(Taker)에서 

제안자(Maker)로 역할전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을 2003년말 수립하고, 2004년부터 신성장산업분야의 국제표준화에 전략

적인 대응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나. 국제표준화 대응 필요성
  

  전통산업분야에서 원천 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국

제표준 또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 표준을 주로 수용하는 국가

(Taker)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을 생산․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수

용으로 관련 소재․부품의 예속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신성장산업분야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

가 세계적으로 급속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개발기술의 신속한 표

준화 대응이 필요하다. 즉, 신성장 산업분야에서는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표준

화가 삼위일체로 추진되어야 세계시장 진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표1-2-1>            산업․경제 및 표준의 역할비교
구분 전통산업 신성장산업

산업
․
경제

ㅇ노동․자본 기반

ㅇ기술도입 및 가격경쟁

ㅇ국민소득 1만$ 달성

ㅇ기술․지식 기반

ㅇ창조 및 기술경쟁

ㅇ국민소득 2만$ 목표

표준의

역할

ㅇ표준이 이미 존재

 - 선진국 표준의 사용

 - ISO표준수용

ㅇ표준 수용만으로는

  경쟁대열에서 낙오

ㅇ표준이 기술개발 선행,

  또는 기술개발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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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2] 국제표준화 전략의 차별적 대응 필요성
  

 다. 국제표준화 현황
 

  한국은 특허출원이 연간 10만건이상이나, 국제표준제안은 사실상 미미한 

상황으로, ISO(일반산업분야), IEC(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 2만여종에 우리 

기술 반 건수는 총 100여건에 불과하다(“신성장동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

년계획” 수립시(’03년말) 62건에서 ’04년도 1년간 40여건이 증가하여 ’04년말 

누계 100여건).

  전통산업에서 우리 기술의 반 율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신성장산업에서는 

한국의 잠재력이 입증된 사례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성공사례

로 자주 인용되는 MPEG 표준화이며 MPEG은 ISO의 JTC1/SC29(동 상압축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MP3, 디지털TV, DVD 등에 사용되는 

핵심기술로서 수백건의 특허가 반 되어 있으며 한국의 기술이 약20%를 점령

하고 있다.

 선진국 표준(JIS 등) 또는 국제표준을 수용

 생산, 수출하기 위해 소재/부품의 예속화 지속 현상

전통산업전통산업

성장동력 산업성장동력 산업

 기술개발, 특허, 표준화 전략이 상호 피드백 필요

 기술혁신 분야로 개발기술의 신속한 표준화 대응 필요

국제표준화 전략의 차별적 대응 필요국제표준화 전략의 차별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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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는 10대 신성장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ISO, IEC의 표

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막강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04년말 국제표준(ISO,

IEC)의 9.2%에 우리 기술이 반 되어 있고(’03년말 5.8%), 국제표준 제정이 

진행중인 규격중 우리나라 기술은 8% 정도가 반 될 전망이다. 한편, 10개분

야에 관련된 ISO/IEC의 표준화 기술위원회(TC/SC라고 함)는 총 31개이며, 우

리나라는 이 31개 전 위원회의 정회원 국가로서 작년 관련 국제회의에 약 600

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 다.

<표1-2-2>      산업분야별 국제표준화 현황('04.12월 기준)
 [단위 : 종, 건]

산업분야

국제표준
(ISO, IEC)

진행중인
국제표준

총계
우리
기술 총계

우리
기술

디지털 TV 79 0 24 0

디스플레이 84 1 19 6

지능형로봇 14 2 1 1

미래형 자동차 54 0 71 0

차세대반도체 139 1 59 1

차세대이동통신 288 4 103 5

지능형홈네트워크 13 0 44 0

디지털콘텐츠 360 93 275 40

차세대전지 13 0 10 0

바이오신약 50 0 49 0

합   계 1,094 101 655 53

[참고] 세계 3대 공적표준화기구

  각 국가가 대표로 가입된 표준화기구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

술위원회(IEC), 국제통신연합(ITU)의 3대 기구

  3대 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시 ISO, IEC의 표준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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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표준원만이 KS로 제정 가능하고 ITU의 표준은 정보통신부가 KICS로 제정 

가능하며, 국가대표기관이 규격제안권, 심의권, 투표권뿐만아니라 대표단 선임

권 등 모든 표준화활동의 관리․조정 권한을 가짐

<표1-2-3>            3대 공적 국제표준화기구 현황
기구명 표준분야 회원국수 보유규격 국가대표기관

ISO 일반산업 140개국 15,463종 산자부 기술표준원

IEC 전기전자 61개국 5,004종 산자부 기술표준원

ITU 전기통신 188개국 4,044종 정보통신부

 라. 국제표준화 5개년('04~'08년) 계획

◦국제표준의 사용자(Taker)에서 제안자(Maker)로 역할 전환

 - 신성장 산업분야는 국제표준화가 초기단계

 - 향후, 08년까지 우리 기술을 총국제표준에 15% 반 (300건)하고

   사실상 국제표준(컨소시엄표준 등)에도 10% 반 (100건)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의 핵심은 ’08년까지 국제표준(ISO, 

IEC)에 우리 기술 15% 반 (’04년말 9.2%)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08년까지 신성장산업분야의 국제표준은 약 2,000종이 예상(현재 1,095

종, 신규제정  1,000여종)되며, 여기에 우리 기술 300건을 국제표준에 반 한

다는 목표이다. 

  ’03년말 5개년계획 수립시, 국제표준에 우리 기술 반 건수는 총 62건에 불

과하 으나, ’04년말 현재 우리 기술 반 건수가 101건으로 증가하 고, 제안

중인 기술 53건이 반 중이므로 향후 추가로 150여건을 제안하여 반 해야 한

다. 최종적으로 ’08년 이후 논의될 국제표준 20%이상에 우리 기술을 지속적

으로 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SO/IEC 국제기술위원회의 오피니언 리더(발언권․조정권) 확보를 위해 관



22  제1장 국가표준정책의 추진전략

련기술위원회(현재 31개, 신설 7개 전망)의 국제간사국 수임을 약 20%로 확

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03년말까지 3개, ’04년말 1개를 추가하여 총 4개의 국

제간사국을 수임중이나, 향후 기존 간사국 교체 1개, 신규창설 2개를 수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SO/IEC 이외의 사실상 표준화(주로 국제적 컨소시엄 또는 포럼 표준

화를 대상)로 주도되는 기술분야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표준에 총 100여건의 우리 기술을 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ISO에서도 IEEE, ASTM 등 국제적인 사실상 표준화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이들 표준화단체에서 기 제정된 표준을 거의 수정없이 Fast 

track이라는 절차를 통해 ISO 표준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SO/IEC의 표준화활동과 연계하여 IEEE, W3C, IETF 등 주로 IT 산업분야의 

국제적인 사실상 표준화단체로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 기술을 착실히 

반 해 나갈 계획이다.

 마. 정부의 국제표준화 지원방향
 

  정부의 지원은 민간주도로 국제표준화 활동이 조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목표

는 신성장산업분야에서 정부지원 및 민간자체(기업, 대학등)에 의해 개발되었

거나 개발될 우리 기술에 대해 국제표준(안) 개발․제안․확정 등 일종의 체

계적인 follow-up 제도 도입으로 국제표준(ISO 등) 획득을 촉진시켜 결국 신

성장 산업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고 있다. 

  우선, 민간의 국제표준(안) 개발․작성․제안활동을 지원하고, 산업분야별로 

민간의 국제표준화 거점을 육성하며 기타, 신성장관련 정부기술개발 과제와의 

조직적 연계, 국제표준 전문가 인적네트웍 구축, 국제표준화 과제발굴기능 강

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 핵심은 신성장동력산업

과 관련된 정부지원의 기술개발 사업단,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주체, 민간표준

화 포럼이 국제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질서있는 추진체계

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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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업별 전문기관을 구축하여 민간주도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정립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전문기관을 산업별 민간의 

국제표준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 

산하의 산학연 국제표준화 전문가 풀에 포함된 6,000명 중 신성장산업 관련 

31개 전문위원회에 소속된 50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국제표준화 활동을 직간접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1-2-3]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체계

[그림1-2-4]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별 표준화 대응체계

  또한, 기술표준원은 ’04년부터 신성장산업분야를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의 선

도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우리 기술 중에 국제표준화 선행대응이 요구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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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국제표준(안) 개발․제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국제표준화 

follow-up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기술표준원이 민간 출연사업으

로 관장하고 있는 “신산업측정표준화 기술개발” 사업내에서 “선도산업표준화

선행대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도산업표준화 선행 대응사업

  ㅇ목적 : 선도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우리 기술에 대해 실증시험, 표준데이터 확보,  
           국제협력 등을 통해 ISO, IEC의 국제표준(안) 개발․제안활동에 선행    
          대응

  ㅇ대상 : ISO, IEC 국제표준(안)으로 제안이 가능한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과제당 지원예산 : 약 60백만원/년, 2년간 지원 가능

  ㅇ기술분야 : IT, NT, 신성장동력 산업 등

  다음 그림은 신성장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의 연도별 추진방향을 개

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2-5] 연도별 추진방향

 

2004 2005 2006 2007 2008분 야

국제

표준

개발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

추진기반

구축

국제협력 및

기반조성 등

국제표준 개발 및 제안(년 평균 40여건, 총 160여건)국제표준 개발 및 제안(년 평균 40여건, 총 160여건)

국제표준 반영

(누계 150여건)
국제표준 반영

(누계 150여건)

각 부처의 민간 표준화 포럼과의 연계 (민간표준활동지원 사업)각 부처의 민간 표준화 포럼과의 연계 (민간표준활동지원 사업)

사실상 국제표준 50건 개발/제안사실상 국제표준 50건 개발/제안

국가표준 50종/년국가표준 50종/년 국가표준 100종/년국가표준 100종/년

과제발굴과제발굴

사실상 국제표준 50건 개발/제안사실상 국제표준 50건 개발/제안

국제표준화 전략 연구, 표준 활용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조성국제표준화 전략 연구, 표준 활용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조성

국제 공동연구(국제표준 과제) 기반구축국제 공동연구(국제표준 과제) 기반구축 국제표준 공동제안국제표준 공동제안

지원기반 구축지원기반 구축

추진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의 표준화 거점 육성, 정부기술개발

과제와의 연계, 전문가 인적 네트웍 구축,  국제표준 과제발굴 등

추진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의 표준화 거점 육성, 정부기술개발

과제와의 연계, 전문가 인적 네트웍 구축,  국제표준 과제발굴 등

마스터플랜 수립마스터플랜 수립

국제 간사국 수임 확대(기존교체 1개, 신규창설 4개)국제 간사국 수임 확대(기존교체 1개, 신규창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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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산업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표준화 대응

  또한, 산업분야별 특성에 따라, 기술경쟁력 우위정도, 원천기술(특허) 및 성

능/안전도 평가방법과의 연관성, 국제표준화 활동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대 산

업을 각각 △IT 선도산업 표준화분야 △디지털기반산업 표준화분야 △미래성

장산업 표준화분야 등 3개 특성그룹으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대응방향을 마련하여 육성․지원해 나가고 있다.

<표1-2-4>       산업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방향
산업분야 현 황 대응 방향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IT 선도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활발

표준선점 진행 중

국제표준 제안 지속적 확대

(국제표준 작성 및 제안 지원)

선행표준화 대응으로 특허반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디지털기반산업분야

우리기술 반 율 증가

 경쟁력 우위분야 중점추진

 기술개발과 연계 강화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차세대전지

◇바이오 신약

미래성장산업분야

표준선점 활동 미약

안전성 표준화 시급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표준지향 국가표준 우선제정

   1) IT 선도산업분야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세계적으로 경쟁적 우위를 갖고있어 원천기술 확보

가 가능하고, 특허나 표준이 세계시장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적 

가치가 큰 분야로 디지털 TV․홈 네트워크․디지털콘텐츠․차세대이동통신

(텔레매틱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IT선도산업분야의 표준화전략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개발과 동

시에 표준(안) 제안과제로 신속하게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제표준을 선

점하는 체제로 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신성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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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 한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다각적 방향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디지털기반 산업분야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기반 산업분야에는 차세대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포함된다. 이미 세계 1위 수준의 반도체 수출(2003

년 195억달러)과 세계 5위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통산업에서부터 유비쿼터스 

등 첨단미래 산업분야까지 폭 넓은 응용산업을 주도하면서 연간 1.4배의 성능

향상을 이루는 등 가장 기술변화가 빠르면서도 높은 기술집적도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더불어 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적인 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IEC TC 47(반도체소자)의 4개 기술위원회 중에서 2개 분야의 국제간사

를 담당하고 있고 IEC TC 110(평판디스플레이)의 6개 작업그룹(WG) 중 1개 

분야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실상 표준화기구인 JEDEC에서도 4개 분과중 

2개 분과에서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다. 

  디지털기반 산업분야에 대한 표준화전략은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기반

을 바탕으로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관련기업을 집중 대응하게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로벌시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3) 미래성장 산업분야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로 인하여 부딪칠지도 모르는 우

리나라 산업의 넛 크래커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지속적 

육성은 필수적이다. 바이오신약․지능형로봇․미래형자동차 및 차세대전지산

업 등은 기술개발의 성공과 시장진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 번 

개발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성 및 부가가치를 얻을 수있는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야에 따라 기술적 차이는 있으나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

의 선진국도 시작단계에 있기때문에 기술적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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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야로써 단기간의 산업적 가치보다는 5∼10년 후의 주력산업군으로 부상

될 수 있는 분야이다. 미래성장 산업분야에 대한 표준화전략은 표준확보에 따

른 산업적 가치보다는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제품의 신뢰성 향상 

및 위해성등 안전기준 및 평가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 기대효과 및 시사점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과 관련, 

정부지원 및 민간자체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앞으로 개발될 우리기술을 민간주

도의 체계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목표로 통해 ISO 등의 국제표준으로 반

될 수 있는 시책으로서 마련되었다. 즉, 기업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국제

표준화 활동의 지원을 통해 신성장 산업분야의 우리기술을 세계무대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차세대성장산업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 무렵에는 국제

표준 사용자(taker)에서 국제표준 제안자(maker)로의 역할전환을 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특허나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 선행대응으로 국제표준화에 우리 의사를 적극 반 하게 되면, 2008

년 이후에는 매년 4억달러 수준의 경제적 이득효과(순수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국가적 육성방향에 부합되는 

국제표준화의 전략 마련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의 창출 효과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추진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인

식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표준화 저변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산․학․연․

관 공조체제의 정착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

라가 신성장 산업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국제적인 산업경

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리기술이 반 된 국제표준이 우리기술을 세계무대

에 전파하는 디딤돌이 되어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일

등공신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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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성장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 관련 ISO/IEC 

분 야 기술위원회 위원회명

디지털 TV ․IEC TC100 ․멀티미디어시스템

디스플레이
․IEC TC110

․ISO TC159/SC6

․평판디스플레이

․비쥬얼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반도체

․IEC TC47

․IEC TC47/SC-A

․IEC TC47/SC-D

․IEC TC47/SC-E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반도체 장치

․개별 반도체 소자

지능형

로봇

․ISO TC184

․ISO TC184/SC1

․ISO TC184/SC2

․ISO TC184/SC4

․ISO TC184/SC5

․자동화 시스템

․장치 제어

․산업용 로봇

․산업 데이터

․구조 및 통신

미래형

자동차

․ISO TC22

․ISO TC22/SC3

․ISO TC22/SC21

․자동차

․전기전자 장비

․전기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ISO JTC1/SC6

․ISO TC204

․ISO TC211

․정보통신기술

․교통정보

․지리정보

지능형
홈네트워크

․ISO JTC1/SC25 ․정보기기 상호접속

디지털

콘텐츠

/SW솔루션

․ISO JTC1/SC7

․ISO JTC1/SC29

․ISO JTC1/SC31

․ISO JTC1/SC32

․ISO JTC1/SC34

․ISO JTC1/SC36

․ISO JTC1/SC37

․소프트웨어

․JPEG, MPEG

․자동인식(RFID 등)

․데이터 관리/교환

․전자문서

․교육정보

․생체인식

차세대

전지

․IEC TC21

․IEC TC82

․IEC TC105

․2차전지

․태양광전시스템

․연료전지 기술

바이오

신약

․ISO TC34

․ISO TC212

․농산 식품

․진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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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산업 
 가. 서비스산업

   1) 개요

  서비스는 공급자와 의뢰인 사이의 활동 또는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급자가 수행한 내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제품과 달

리 형태가 없고 저장 및 반환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또한 생산과 소비가 동

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산업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제의 60~80%를 점유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속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가 발표한 세계 서비스교역 규모는 2004년

에 4조 1,800억 달러(수출 2조 1,000억 달러, 수입 2조 800억 달러)을 기록하

여, 2003년 대비 16% 증가하 다. 1990년 이후 서비스교역은 연평균 6%의 성

장률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제품에 국한되어 있던 표준의 필요성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서비스는 특성상 투명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의 사용으로 고객은 서비스품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

게 되고, 이는 서비스공급자로 하여금 내부 프로세스의 질을 향상시켜 효율성

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는 표준에 부합함으로써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분야 표준

화를 소비자 보호와 만족, 자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수단

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서비스산업은 2003년 국내총생산(GDP)의 54.1%, 고용의 63.5%

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2000년 기준으로 미국219, 일본 195, 독일 180이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50인데 비

해, 미국은 68, 일본 88, 이탈리아 107, 싱가포르 89이고 경쟁국인 대만은 무려 

119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서비스표준화 활동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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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서비스 표준화현황

  서비스 표준화현황은 서비스표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드물다. 국제표준분류(ICS) 체계상 03.040(노동, 고용)에서 03.240(우편 

서비스)까지 분류되는 표준을 서비스표준으로 정의하여 국가표준, 유럽표준, 

국제표준을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2000년도에 서비스분야 총 국제표준은 약

800종, 유럽표준은 약600종, 프랑스 표준은 약500종, 국 표준은 약300여종, 

독일은 약200여종으로 조사되었다. 총 15,000종인 유럽표준 및 총 30,000종인 

독일표준과 비교해 보면 서비스표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들 서비스표준의 

대부분은 품질, 회사, 경 에 관한 것이다. 

  품질․경 을 제외한 협의의 서비스분야 표준은 1994년 이후 유럽표준화위

원회(CEN)를 주축으로 유럽표준(EN)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CEN내

의 표준화활동은 <표1-2-5>과 같다. 

  1996년 11월부터 2003년 8월 말까지 유럽 각 국에서 유럽공동위원회에 통보

한 서비스표준은 14개분야 총 309종으로 <표1-2-6>과 같다. 

<표1-2-5>           CEN의 서비스분야 표준화 활동

    TC : 기술위원회  

활동 부서 표준화 분야

CEN/TC 319 유지보수

CEN/TC 320 운송 서비스

CEN/TC 328 청소업

CEN/TC 329 관광 서비스

CEN/TC 330 건설업체 자격

CEN/TC 331 우편 서비스

CEN/TC 348 시설관리

CEN/SS A07 통역 서비스

CEN/SS A08 장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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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6>   유럽공동위원회에 통보된 국가 표준(1996.11.~2003.8)
    

  한편, ISO(국제표준화기구)에는 자산관리(TC 222), 상하수도 관련 서비스

(TC 224), 시장 및 여론조사(TC 225), 관광 서비스(TC 228) 등의 서비스 관

련 기술위원회가 있으며, 관광서비스에 대한  1종의 표준이 제정되고 10여종

의 표준이 개발중이다.

  국내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관광, 이사, 택배, 장례식장, 

외식, 여행, 보험, 통신판매, 퀵 서비스, 중고자동차매매, 산후조리원, 전시(展

示), 보안 등 국민생활과 접하면서도 소비자불만이 많은 분야 및 제조업관

련 서비스분야(총 18개 분야)에서 총 45종의 규격이 제정되었다. 

   3) 서비스표준화 추진계획

  추진방향으로는 소비자불만이 많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 서비스분야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 제조업 관련 서비스분야를 우선적

으로 하여 2007년까지 45종의 KS규격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분야 규격수

관광 서비스 37

청소 서비스 21

유지보수 서비스 62

물류 서비스 12

건설 서비스 28

보건 서비스 25

운송 서비스 15

교육 서비스 12

보안 서비스 7

우편 서비스 4

물의 유통 및 품질 7

기업(컨설팅, 경 , 마케팅) 14

식품제조상 안전 1

미분류 64

총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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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은 <표1-2-7>과 같다.

<표1-2-7>              서비스표준화 추진계획

나.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 표준화 

   1) 서 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괄목할만한 세 가지 환경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하 다. 먼저 정책적 변화로써 그동안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조에서 국민의 복지향상에 따른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변화와, 사회적 

변화로써 고령화사회의 조기 진입, 그리고 기술적 변화로써 기계, 전자, 화학 

등 전통제조업에서 벗어나 IT, BT, NT기술과 소프트웨어기술로의 변환 등을 

들 수 있다.

  UN에서는 한 나라의 인구분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65세 이상의 노

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를 기준하여 

4%미만인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 4∼7%인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 

7%이상인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 으로 구분하고, 특히 고령화에 접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텔레마케팅 -단체급식 -의료서비스

-렌터카 -콜센타 -자산관리

-예식장 서비스 -시설관리 -인력파견

-국내여행서비스 -골프장 서비스 -노인복지시설

-화물보관 -자동차폐차 서비스 등 -프랜차이즈 서비스 

-납골당 서비스 등 -시장 및 여론조사 -유아원 등

15종 15종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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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노년인구국 에 대해서는 “고령화지수”가 7%이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1-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00년에 “고령화지

수”가 7.2%에 육박하여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사회 로 진행되고 있으

며, 아울러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

망이다. 이는 세계에서도 가장 단기간내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

달하는 것이며, 그 소요 연수를 보면 프랑스(115년), 미국(71년), 캐나다(65년), 

스위스(52년), 국(47년) 등 북미 및 유럽의 선진국들과 견주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고령화에 도달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5년 63.8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1995년 73.5세, 2000년 75.9세로 점차 증

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UN이 분류

한 선진국 수준(75.3세)에 육박하고 있으며, 2030년쯤에는 세계 최장수 국가대

열에 들어설 전망이다. 

<표1-2-8>        유년 및 노령인구 비중과 고령화지수 추이
 (단위 : %)

  고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2.

  아울러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 의료기

술의 발달 및 식생활 개선 등의 요인에 의해 노인들의 평균수명도 급속히 연

장되어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0∼14세 42.5 34.0 25.6 21.1 17.2 13.9 12.4

65세 이상 3.1 3.8 5.1 7.2 10.7 15.1 23.1

고령화지수 7.2 11.2 20.0 34.3 62.0 109.0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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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비주체세력으로 부상하여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동작 및 행동형태가 유사한 장애인의 경우에서도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97

년 425천명에서 ’03년 1,450천명으로 최근 6년 동안 약 3배 증가하여 전체 인

구의 3%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UN ESCAP(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아․태 장애인 10년 행

동계획(‘93∼’02)”을 결산하고 새로운 10년계획 (‘03∼’12)을 발표하면서 국가별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을 권장하 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건

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제2차 장애

인복지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정책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1월에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고령친화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복지선

진국에서만 추진해오고 있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배려계층에 대한 산업화

에 우리나라도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 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추후 계속하여 발표될 각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이 그 모습을 드

러내게 되면 당사자인 고령자 및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모두 함께 신

산업화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령화시대의 노인과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관심과 논의가 시작

되고 있다고는 하나 급속히 도래할 고령사회의 대비정도는 극히 초보적인 상

태를 아직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과 예산의 지원이 필

요하며, 또한 산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유도와 사업화 성공에 대한 자신감 고취,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대국민적 관심도 등이 필요할 것이다. 

   2) 규격표준화 동향

    가) 국외 규격표준화 동향

  구미 선진국에 비해 후발 고령화국가로서 한국은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

한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선진국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술, 제품, 서비스는 대체로 중소기업들의 역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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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혁신시스템이나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는 부문에는 해당기술의 연구개발 프

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수요와 기술공급의 연계 구축, 표

준화 기반구축 및 보급, 상품화 촉진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장애인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하는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구고

령화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실버 및 복지용구 산업부문에서 국가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고

령자 및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전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ISO/COPOLCO(소

비자정책위원회)의 제안에 의거 ISO/TMB 산하 특별작업반에서 고령자 및 장

애인을 배려한 규격 개발지침(ISO/IEC 가이드 71(규격 작성에 있어서의 고령

자 및 장애인 요구에 대한 배려 지침))이 제정되는 등,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고령자, 장애인을 배

려하는 국제표준화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고령자,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에 관련된 개별분야별 가이드(섹터 가이드)의 제정이 검

토되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SO/IEC 가이드 71과 관련된 

ISO의 각 분야를 보면 ISO/TC22(자동차), /SC6(신체장애인을 배려한 자동차), 

ISO 59(건물건축), TC159(인간공학), TC168(의지 및 보장구), TC173(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 및 보조기구), ISO/IEC JTC1(정보기술에 관련된 합동위

원회)/SC35(유져 인터페이스), 등 많은 분야에서 가이드 71의 지침을 고려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 KS A ISO/IEC Guide 71(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 하기 위한 규격개발자 지침)로 부합화하여 KS규격으로 

운 중에 있다.

  장애인용 복지용구의 최초 국제적 분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

아반도 국가들에 의해 시도하 다. 이들 국가들은 일찌기 사회보장제도가 발

달하여 장애인에 관한 각종 보장구를 무상지급하면서 이에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연구하 다. 이 결과 장애인의 보장구에 관

한 북유럽 분류체계(Nordic Classification System on Aids for Disabled 

Person)를 완성하 고, 이것이 국제표준화기구와 각국의 분류체계에 대한 기

준이 되었다.



36  제1장 국가표준정책의 추진전략

  국제표준화기구는 북유럽 분류체계를 토대로 1986년 장애인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 및 보조기구 (ISO/ TC173)내에 분류 체계와 용어 분과 소위원회(SC 

2)를 구성하여 국제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여 1989년 국제 규격시안(ISO/DIS 

9999)을 완성하 다. 다시 이 시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집하여 1992년 4월 

15일 장애인용 보장구분류법 (Technical Aids for Disabled Person - Classification: 

ISO9999)을 제정하 다. ISO9999의 목적은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

되고 명확한 분류와 구분을 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각국이 유사한 분류체계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KS P ISO 9999(장애인용 보조기구-

분류)로 부합화하여 KS규격으로 운 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56조에 의거한 재활보조기구 249품목을 지정․고시

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국내 규격표준화 동향

  국내의 표준화 동향으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

운 되고 있으며, 1975년 “KS P 3203(요도부지)”을 시작으로 `70년대 5건, `80

년대 9건, `90년대 15건, `00년대 35건 등 64건의 KS규격이 운용되고 있었으

며,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의 표준화추진을 위하여 `04년도「기술표준원 생활

복지표준과」를 신설한 이후 8건의 배려규격을 도입하여 현재에는 총 72건의 

KS규격을 운 하고 있다. 아울러 ISO 등 국제규격 부합화는 2001년을 시작으

로 ISO/TC168 16건, ISO/TC173 31건 등 총 47건에 대하여 국제규격 부합화

가 이루어 졌으며, 추후 잔여 및 신규 ISO규격에 대해서도 국제규격 부합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표1-2-9 참조>. 복지분야 관련 KS규격 제정의 특징으로는 

`9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규격이 일본의 JIS규격을 도입하여 제정하 으며, 

그 이후로는 ISO규격의 부합화로 규격표준화가 진행되었음을 들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복지용구 분야 ISO TC 173(Assistive produ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장애인 보조제품)규격은 2004년 기준으로 전체 60

종 중 한국산업규격으로 채택된 규격은 34종(56.7%)이다. 또한, TC168(Prosthetics 

and orthotics, 보철․보장구)도 전체 21종 중 11종(52.4%)이 한국산업규격으

로 채택되어있다. 현재, 한국산업규격 의료분야에 복지용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분야의 451종의 규격 중 복지용구 및 보철․보장구의 규격은 35종(7.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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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의료용구 및 의료기기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와 관계있는 규격을 합

하면 451중에 53종(11.4%)이 복지용구분야의 규격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1-2-9>        복지분야 KS/ISO 규격관리 및 부합화 현황
(2005년 4월 현재)

  특히 `04년도 제정한 상기 8건의 배려규격은 복지분야의 표준화에 있어 기

본이 되는 ISO/IEC Guide 71(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 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의 그룹규격으로 실제적인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규격으

로 자리매김을 하 으며, 이의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향후 

고령친화산업이 정착되면 관련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실적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① KS P 1505 (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 - 포장 및 용기) 는 악력과 

시력이 약한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비생활제품의 포장 

및 용기에 있어 시각적으로 개구부와 개봉부를 쉽게 식별하도록 기호, 

그림 또는 문자를 눈에 잘 띄도록 적당한 서체, 크기, 색채를 주위와 대

비되도록 표시하게 하 음. 또한 촉각에 의한 식별이 쉽도록 모양이나 

재질로 주변부분을 다르게 하고 촉각기호, 노치, 점자표시, 돌출기호 등

을 함께 사용하여 내용식별 및 손쉬운 사용방법에 대한 배려사항들을 규

정하 음 

  ② KS P 1506 (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포장 및 용기-개봉성능 시

험방법) 은 악력과 시력이 약한 고령자 및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

비생활제품의 포장 및 용기에 대한 개봉성 시험방법으로 종류별 용기에 

ISO구분
KS규격

(건)

ISO규격

(건)

부합화대상 

KS규격(건)

부합화실적 부합화율

(%)IDT MOD NEQ

TC168 30 21 16 15 1 -
100

TC173 42 60 31 28 3 -

계 72 81 47 43 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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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시험을 통하여 포장 

및 용기 개봉시 가해지는 힘, 재질의 성분 및 두께 등을 알 수 있음  

  ③ KS P 1502 (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조작성) 는 

전기스위치와 같이 조작부분의 조작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 저

시력 고령자 등이 사용하는 소비생활제품의 설계시  표시의 명확성, 용

어 및 그림기호에 대한 이해도, 조작부의 위치, 조작요소의 배열 및 유용

성, 촉각의 유용성, 조작실수에 대한 대책 및 방지, 취급용이성 등을 고

려하는 지침임

  ④ KS P 1501 (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촉지점표

시) 은 장애인․저시력 고령자 등의 조작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양

한 생활제품의 조작부에 대한 돌출기호 표시에 대한 지침으로 돌출기호의 

위치, 돌출기호의 치수와 형태에 대한 고려사항을 나타냄

  ⑤ KS P 1503 (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알림신호

음) 은 장애인, 시력 및 청력이 약한 고령자 등이 제품을 사용할 때 조

작에 대한 피드백이나 제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알림신호음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 정지, 

종료신호음인 조작확인 신호음으로 권장하는 알림신호음, 제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와 근처에서 종료신호음을 들었을 때 알림신호음, 주의

신호음으로 권장하는 알림신호음 및 알림신호음을 내는 기기의 요건 등

에 대한 지침을 보임

  ⑥ KS P 1504 (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알림신호음

-소음상태에서의 고령자를 위한 음압레벨) 은 생활제품 사용시 방해음이 

있는 곳에서도 적절히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알림신호음의 음압레벨 

범위에 대한 측정방법과 설계지침을 규정함   

  ⑦ KS P1507 (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시각표시물-연령별 상대휘

도의 계산방법 및 빛 평가방법) 은 빛의 시각적 효율성과 시각적 인식정

도를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연령별 상대 휘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각표시물의 배경과 문자를 이용하여 각 연령

별 상대휘도를 계산하고, 이것을 기초로 시각적 대비를 계산하면 다른 

연령대별 관측자의 시각적 대비를 비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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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KS P 1508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의류) 은 노화로 인한 운동기능의 저

하 및 체형변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령자용 의류 설계시 착용성의 향상

과 취급방법의 편리성 확보를 위한 배려사항 등을 규정함 

   3) 『ISO/IEC 가이드 71』과『유니버설 디자인』

    가)『ISO/IEC 가이드 71』의 탄생

  고령화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며, 구미 선진국, 일본, 또는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한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현실적인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아마 지구상의 모든 경제 활동, 제품․서비

스, 환경 등의 모든 문제가「고령화에 따른 장애(disability)」에 대한 대응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젊은 사람보다 신체 기능 

및 특성이 쇠약해질 것이며, 그것은 결코 병적인 상태가 아니며 모든 건강한 

사람의 대부분이 맞이하는「고령화에 따른 심신 기능의 저하」인 것이다.

  이와 같은 면을 배려하여 소비자인 고령자가「쉽게 사용」하거나「쉽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요구일 것이며, 이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개념, 공통적

인 인식, 공통적인 기초 내용을 시범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2001년 11월 말

에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ISO/IEC)에서 발행한 「ISO/IEC 

Guideline 71(Guideline for standards developers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다. 

  「ISO/IEC Guide 71」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고려하여 상품을 만들거나, 서

비스를 제공할 때의 표준(standard)을 작성하는 포인트, 말하자면 기초 텍스트

와 같은 형태로 알기 쉽게 나타낸 가이드라인이다.

   「ISO/IEC Guide 71」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배려 사항을 다양한 제

품, 서비스, 시설 등에 공통적인 7개 분야별로 매트릭스 형식의 표로 나누어 

제시한 것에 있으며, <표1-2-10>에 이를 나타내었다.

    나)『장애』의 개념변화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등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의학적인 형태로 장애를 규정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

었으며, 그 당시는「Impairments(신체기능장애)」라고 정의되었다. 1960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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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화가 생겨났다. 미국에서는「시민권법」이 제정되고, 평등의식이 일단 

강해진 결과, 이제까지 일반적이었던「핸디캡(Handicaps)」이라는 용어의 의

미가 크게 변하여, 오늘날에는「사회적 불리」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

로 사용되는 표현이 되었다.

  이 개념은 좀더 발전하여, 현재 장애자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오로지 

「Disabilities」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이것은 신체 기능 장애에 따른「신체능

력의 저하」를 의미한다. 고령자에게는「Disabilities」를 고려할 경우, 대부분

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나, 젊은 시절 심신이 모두 전성기 던 시기와 

비교하면「기억력 감퇴」「손끝이 무디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실감한다고 생

각된다. 그것이 바로「고령자의 장애」인 것이다.

  최근, 신문 또는 TV 등에서「배리어 프리(Barrier-free)」라든가「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는 말이 가끔 사용되고 있다. 배리어 프리란 

원래 건축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생겨난「장벽(barrier)」 을「제거하기」위해

서 등장한 사후 대응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주 볼 수 있

듯이 역 전체를 재건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좁은 계단에 뒤에서 에스컬레이

터를 설치하는 대응은 배리어 프리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한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설계 단계에서 미리 예측하여 

배리어를 제거하는 모양, 혹은 그러한 개념을 반 한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내

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고방식이다. 「유니버설」이라는 표현에 나타난 

대로,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상품」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쉬운 상품」

의 완성은 말처럼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개개인의 신체 기능이 모

두 달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에게는 사용하기 어렵거나 매우 협의의 가

치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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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10>          7개 분야의 고려사항(매트릭스)
기능․
능력 구분

감각 능력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알러지

기능이
약한 상태

보기, 듣기, 접촉, 
후각 등

이동, 잡는 힘,
말하기 등

판단, 기억 등 접촉, 음식물 등

배려 역
맹인․약시,
농아․난청,
마비 등

보행 곤란,
언어 장애 등

지적 장애,
자폐증 등

정보, 표시
색, 문자의 크기, 콘트라스

트, 형상 등
위치, 레이아웃 그림 기호 등

포장․용기
색, 문자의 크기, 콘트라스

트, 형상 등

취급의 용이성,

표면 재질 등
도면 기호, 그림 기호

성분 표시, 표면 재

질, 소재 등

소재(재질)
색, 콘트라스트, 형상, 표

면 재질, 음향 등

취급의 용이성,

표면 재질 등

색, 콘트라스트, 형상 

등

성분 표시, 표면 재

질, 소재 등

설치
조명, 취급의 용이성, 이치

에 맞는 순서 등

취급의 용이성,

표면 재질 등

색, 형상, 이치에 맞는 

순서 등

성분 표시, 표면 재

질, 소재 등

사용자 인터페이

스(조작성)

색, 문자의 크기, 레이아웃, 

취급의 용이성

위치, 레이아웃,

이해하기 쉬움 등

도면 기호, 그림 기호, 

이해하기 쉬움 등

알러지나 독성이 

없는 재질 등

정비․보관․

폐기

취급의 용이성,

이치에 맞는 순서 등
취급의 용이성

도면 기호, 그림기호, 

이치에 맞는 순서 

알러지나 독성이 

없는 재질 등

구축 환경
조명, 접근 경로(access 

root), 음량 등

위치, 레이아웃, 

표면 재질 등

도면 기호, 그림기호, 

이해하기 쉬운 말 등

알러지나 독성이 

없는 재질 등

   4) 표준화 추진방안

    가) 정의 및 분류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산업은 고령자와 장애인에게서 발생하는 불편함

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권(Activity 

of Daily Living, ADL)을 확보케 함으로써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생산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표

1-2-11>와 같이 요약, 분류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상품류와 서비스류로 나눌 

수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고령자․장애인․개호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의 국내외 분류체계 비교는 <표1-2-12>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는 전문

적 치료관련 용품을 제외하고는 고령자들이 함께 사용할 용품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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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치료만이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중증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그 행동양

식과 동작특성들이 고령자들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

령친화산업의 대상을 고려할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을 함께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1-2-11>     표준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구   분

종   류

제  품 서비스

고령자․허약자 노인용품
양로원

노인치료

의료

용구

자립

․

개호

시설

보험

연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재활치료

(훈련)

개호자 개호용품 Home care 사업

<표1-2-12>         재활보조기구의 국내외 분류체계 비교 
북 유럽 ISO 미국 일본(복지용구) 한국

03

06

09

12

15

18

21

24

25

치료훈련기기

보조기․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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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가구․건축용품

커뮤니케이션기기

타제품 조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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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훈련기기

보조기․의지

위생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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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품

가구․건축용품

커뮤니케이션기기

타제품 조작기

환경개선기기

오락기구

건축용품

커뮤니케이션기기

컴퓨터

제어기기

교육용 기기

가정용품

보조기

위생용구

의지

오락기구

자세유지기구

감각기관보조장치

치료기구

이동기구

작업보조장치

보행보조용구

장애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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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구

이동기기

가사용구

가구․건축설비

커뮤니케이션기기

조작용구

환경개선기기

작업용구

오락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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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보조기

개인생활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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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용구

가구,건축,건축설비

정보통신신호기기

조작용구

환경개선기기작업용

구

오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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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목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배리어프리” 실현을 위한 주거시설 및 고령친화제품의 표준화 개척

   ②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표준화 달성

   ③ 배려계층 불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복지표준 체험관 설치 및 운

    다) 추진분야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표준화 추진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령친화 신수요 산업제품의 표준화

    ￭ 고령친화제품 및 복지용품에 대한『배려제품 표준화』추진

∙생활용품, 전자제품, 복지용품, 정보통신 등   

    ￭ 효율적 추진을 위한『배려제품 표준화 추진기구』설치 및 운

∙관련 제조업체와 단체의 적극적 동참 유도

   ②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표준화

    ￭『재활보조기구 표준화 중장기계획』수립 후 단계적 추진

    ￭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추진

   ③ 고령자 및 장애인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원활한 이동 및 활동에 대한 설계지침 표준화

    ￭ 안전한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설계지침 표준화

 ∙계단의 높이, 경사, 수납시설 등

   ④ 복지표준 체험관 설치 및 운

    ￭ 일반인의 체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불편을 

이해하고 배려표준화 추진의 필요성 인식

∙유럽, 일본 등 복지선진국의 체험관 벤치마킹 추진

   라) 추진체계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 완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8-2-1과 같이 효

율적 및 공격적 추진을 위하여『추진기구』체제로 운 하도록 한다. 우선 표

준화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세부분야의 산

업화 달성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각 분야별 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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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과적인 운 체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표준화에 대한 중복투자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자문과 운 방향 결정을 위하여『고령자/장

애인 복지표준화 포럼』을 구성,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추진 로드맵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추진 로드맵은『고령자와 장애

인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 으며, 그림5-2-2에 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8-2-2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배려용품의 경우는 주거 및 부대시설, 정보

통신, 전자통신, 레크레이션 등의 순서이며, 재활보조기구의 경우는 치료훈련 

및 개인위생, 의지보조기, 이동기기, 이송장치, 조작용구 등의 순서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2-6]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추진체계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추진기구

운  주 관

 ∙ 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과)

 ∙ 산업표준심의회(복지부회)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포럼

 ∙ 관련부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 관련단체
 ∙ 학계 및 연구소

 배려용품 표준화

운 위원회

 ∙고령친화제품 분야

 ∙복지용품분야

재활보조기구 표준화

운 위원회

 ∙이동, 활동 분야

 ∙주거시설분야

체험관 설치

운 위원회

 ∙노약/장애체험 분야

 ∙배려용품 전시분야



제2절 국가표준(KS) 확충  45

[그림1-2-7]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표준화 추진 로드맵

 다. 문화

   1) 개  요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협의의 개념으로는 오락의 요소가 

상품의 부가가치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

로는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창작되거나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모든 단계의 산업

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문화산업의 주요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상이하고 문화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기 때

문에 각 나라마다 문화산업의 범위가 다르고 용어도 다른 형편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산업동향 분석기관인 Pricewaterhouse Coopers는 우리

가 흔히 문화산업이라고 지칭하는 산업을 ‘오락, 미디어산업(entertainment 

and media industry)’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은 범주에는 화, 텔레비전, 라디

오, 음반, 인터넷, 잡지 출판, 신문 출판, 서적 출판, 정보 서비스, 광고, 놀이공

년도

분야
2006 2007 2008 2009 2010

배려용품 주거 및 부대시설 정보통신 전자제품 레크레이션

재활보조

기구

치료훈련/

개인위생
의지/보조기 이동기기

재활치료/

이송장치

조작용구/

환경개선

체험관 

설치

선진국 

벤치마킹
체험관설치

배려용품관

설치
체험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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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포츠 등의 산업군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개념은 지난 1999년 2월 제정되고 

2002년 1월 전문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법은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

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구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관련 콘텐츠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포함)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에서 특기할 것은 최근 디지털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한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를 이 법이 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위의 문화상

품의 정의에서 보듯이 2002년 개정안에는 ‘디지털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이 삽

입되어 있는데 문화산업은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

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포함한다. 

이 법에서 ‘디지털문화콘텐츠’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구체화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하며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음

성․음향 및 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문화) 콘텐

츠와 관련되는 개념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는 용어가 있는데 ｢문화산업진

흥기본법｣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상 등과 관

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

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문화산업의 개념 정의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

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 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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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산

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 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

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문화산업동향

    가) 우리 나라 문화산업의 현황1)

  2004년 문화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3년 우리 나라 출판, 만화, 음악, 게

임, 화,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터넷 및 모바일콘텐츠 외 기타 등 

10개 문화산업부문의 매출규모는 44조1,96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판산업이 15조5,21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뒤이

어 방송산업이 7조1,370억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광고산업의 시장규모

는 7조64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캐릭터산업, 게임산업, 화

산업, 음악산업이 각각 4조8,090억원, 3조9,390억원, 2조3,440억원, 1조7,940억원

의 시장 규모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고, 인터넷 및 모바일콘텐츠 외 기타 산업

이 1조3,187억원, 만화산업이 7,591억원, 애니메이션산업이 2,699억원으로 추정 

및 집계되었다.

  2003년 문화산업 수출액은 총 6억3,065만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게임산

업의 수출액이 1억8,154만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산업

이 1억4,964만 달러, 캐릭터산업이 1억1,631만 달러, 애니메이션산업이 애니메

이션 방송 수출액 45만 달러를 포함한 7,617만 달러, 화산업이 3,097만 달러, 

방송산업이 4,213만 달러, 인터넷 및 모바일콘텐츠 외 기타 산업이 1,689만 달

러, 음악산업이 1,331만 달러, 만화산업이 492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문화산업의 수입액은 총 6억50만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출판산

업이 2억 1,469만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산업이 1억

6,645만 달러, 캐릭터산업이 9,938만 달러, 화산업이 6,045만 달러, 방송산업

이 2,806만 달러, 음악산업이 1,603만 달러, 인터넷 및 모바일콘텐츠 외 기타 

산업이 827만 달러, 만화산업이 516만 달러, 애니메이션산업이 애니메이션 방

1) 2003년 기준 문화산업통계,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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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입액 314만 달러를 포함하여 512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문화산업 총 종사자수는 465,790명으로 조사되었다. 출판산업이 

237,347명, 음악산업이 62,555명, 게임산업이 39,104명, 화산업이 38,108명, 방

송산업이 31,645명, 광고산업이 31,479명,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및 기타산업

이 11,353명, 캐릭터산업이 6,257명, 애니메이션산업이 5,385명으로 추정 및 집

계되었다.

    나) 세계 문화산업의 현황

  ‘Pricewaterhouse Coopers'가 2003년 발간한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03-2007』에 따르면 2002년도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890

억 달러로 2001년의 1조540억 달러에 비해 3.3%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

다. 이 같은 성장률은 2001년 9.11 테러에 따른 세계경기의 위축에서 점차 회

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1년의 경우 1.5%의 성장에 그쳤다. 

앞으로 세계 문화산업시장은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 2007년에는 규모가 1

조3,7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

우 2007년까지 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해 2002년의 4,784억 달러에서 6,108

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동․아프리카는 2002년 

3,407억 달러에서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해 2007년에는 4,21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4.7%의 성장률

을 기록해 2002년 2,091억 달러에서 2007년 2,632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2002년 38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07년까지는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기록해 4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캐나다는 2002년 217억 달러 규모에서 2007년까지는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보여 309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세계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4.8%로 전망된

다. 이는 같은 기간의 연평균 예상 GDP 성장률 4.3%를 상회하는 수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TV 방송산업(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과 출판산업이 각각 2,625억 달러와 2,641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여 거의 절

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신문산업이 1,493억 달러의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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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광고 및 게임시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브로드밴

드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각각 10%와 1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반면, 음반산업의 경우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불법복제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경제적 전망이 불투명한 상

태에서도 문화산업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가들은 2010년 무렵이 되면 거의 모든 문화산업소비

는 디지털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화는 많은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한 불법복제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문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저작권 보호체계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음반의 예에서도 보듯이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상품 배포방식의 산업을 

침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상품 배포방식의 산업은 디지털화

에 따른 새로운 상품 배포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 시장동향(2002)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산업(문화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발전하여 전체 수출액 중 1위인 88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2년 

기준 미국의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7,912억 달러로 GDP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고용은 8백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국은 문화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으로 규정하고 국가 전략산

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국의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1,334억 달러로 

GDP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16%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산업

의 수출규모는 175억 달러이며 고용인력은 전체의 7%인 195만명으로 추산되

고 있다.

  일본은 2003년에 총리실 산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신설하여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GDP의 2.1%인 1,000억 달러이고 문화산업 

관련 고용인력은 120만명이다. 닌텐도의 포켓몬이 4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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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표준화 동향

    가) 국내표준화 활동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

흥을 위해서는 창작개념의 문화콘텐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만 보다 질 높은 문화상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 및 융합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정착 및 올바른 문화발전을 저해하고 저질화하는 역기능적 분야

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유소년, 청소년, 청장년, 노년, 특수계층과 같은 

계층적 문화집단에 대한 분류체계와 문화산업의 시스템화 도모를 위해서도 표준

화는 필요하며, 화 및 사진 등과 같이 선진국의 독점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제표준화 및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 등 여가 활용시간의 확대에 따른 문화활동 계층 확

대와 다양화에 맞추어 질 높은 문화생활을 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 문화산업의 인프라 측면에서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며 문화의 창작 및 공

급자에게는 체계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저

작권 관리 및 문화창작물의 보호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할 것

이다.  다양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표준화는 거리가 있는 

듯 하지만 문화의 체계적인 산업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나) 문화산업분야 규격현황

  현재 문화산업분야의 규격은 ISO에서 TC36( 화)분야의 105종, TC42(사진) 

분야의 162종, TC83(운동용품) 분야의 51종 등 ISO 규격 318종이 있으며, 각

각의 분야에서 KS 규격으로 화 74종, 사진 70종, 운동용품63 종 등 KS 299

종을 합하여 625종이 있으나 문화산업의 분야가 다양하여 정확하게 구별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 표준화 추진실적

  ‘04년도 규격 제․개정 실적은 운동용품 분야에서 KS G ISO 10045(알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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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스키-바인딩 장착 역) 등 제정 54종, 개정 21종, 폐지6종, 확인 7종, 

심사기준 폐지 4종 등이다.

  또한, 문화분야에서 필요한 규격의 제정 및 단계적 표준화계획 수립을 위하

여 공연분야, 디지털사진 상분야, 옥외광고물분야, 운동용구분야 등 4개 분야

의 표준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5종의 규격(안)을 개발하 고, 산업연구원을 

통하여 “문화산업 표준화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 다.

  문화분야 표준의 제․개정 및 표준화추진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심의

기구로서 9명의 문화분야 전문가로 산업표준심의회 문화부회를 신설하여 문화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및 제안하 으며, 일용품부회를 

20회 개최하여 일용품 및 운동용품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 다. 

  또한, 문화산업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연, 옥외광고, 사진분야

의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를 통한 표준의 개발에 노력하 으며 문

화관광부 및 관련기관과 표준화협의체를 구성하여 게임, 출판, 화, 콘텐츠, 

문화재, 옥외광고, 공연, 사진, 애니메이션 등 11개 분야의 관련 전문기관과 13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문화산업 표준화에 대한 의견수렴 및 추진방안 등

에 대하여 협의를 하 으며, 문화산업 표준화에 대한 분야별 인식제고와 관련

자들의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문화산업 분야별 전문가 30명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문화산업 표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해당 분야에서의 표

준화 추진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 다.

  1년여의 문화산업 관련 표준화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형화된 일반산업과 구

별되는 문화산업에 표준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표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성과를 거둠

과 동시에 문화관련 산업분야의 많은 표준을 개발하 다. 그러나 창의성을 중시

하는 문화산업에 표준화 개념의 도입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대화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화경제학회 및 옥외광고학회 등의 다양한 세미나 및 학

회 활동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표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 다. 

  또한, 문화분야의 표준화활동에 대한 대 국민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및 방송, 

전문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방송 1회, 일간지 2회, 전문지 3

회에 걸쳐 문화산업 표준화와 관련한 홍보업무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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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제표준화 활동

  문화산업 표준의 국제활동은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화, 사진, 운동용품 분야에서 326종의 ISO 규격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있고, 지속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의 디

지털화로의 가속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디지털음원, 음악정보 메타데

이터, 복제방지기술 등의 분야에서 표준제정 작업이 진행중이며, 표준을 통한 

문화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 문화산업에 대한 표준화는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문화산업 관련 ISO의 3개 TC내의 326종의 규

격 중 최근 변화된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207건에 대한 부합화가 이루어졌

으며, 나머지 규격들도 단계적으로 부합화할 계획이다.

  관련 TC/SC의 특성을 살펴보면, ISO TC 36( 화) 분야에는 105 종의 ISO 

규격이 있으며 12종의 신규규격이 진행중(AWI 7, DIS 2, FDIS 1, 발간단계 

2)이다. 스크린 휘도, 전자음향 등 화관 품질에 관한 규격 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화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디지털 화 용어, 관련 

기술 등에 대한 규격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SO TC 42(사진)분야

에는 162종의 ISO 규격이 있으며 27종의 신규규격 제정이 진행중(AWI 4, 

WD 1, CD 7, DIS 11, FDIS 3, 발간단계 1)이며 디지털화에 따른 기술의 선

점을 위하여 프린팅 및 인화부문에 대한 규격의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신규 제정하고자 하는 규격들은 일반사진 관련이 16종, 화상인화재료가 9

종, 그래픽 기술이 2종 등으로 일반사진 관련 규격뿐만 아니라 화상정보의 저

장 및 처리기술 등에 관한 규격활동이 활발하며, 특히, 화상 데이터의 편집에 

관한 규격 제정 논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ISO TC 83(레저 및 스포츠 장

비)분야에는 51종의 ISO 규격이 있으며, 18종의 신규규격이 제정중에 있다. 

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관련 장비의 안전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에 맞

추어 먼저 제품에 대한 규격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 및 레저수요의 

증가에 따라 헬스용품 및 스키, 보드 등에 관한 규격이 제정중에 있고 특히, 헬

스기구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어 관련규격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 문화산업 표준화 추진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관련 산업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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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구용역 실시를 통하여 중․장기 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 으며, 표

준화 5개년 계획에 맞추어 분야별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산업 

표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표준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간의 긴 한 협조를 통하여 국가표준의 설정 및 보급, 제정된 표준의 활

용과 함께 국내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년도에는 문화관련 산업의 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는 

공연분야, 옥외광고물분야, 사진분야 및 운동용품분야의 신규 국가규격을 제정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실표준의 조사 및 연구

를 통하여 국가규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국가표준화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분야별 표준화 수요조사 및 국제규격의 흐름을 면 히 조사하여 

실질적인 문화산업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4. 주력기간산업분야
  가. 개 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제조업의 압축성장을 통해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GDP기준으로 세계 13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산업분야

의 꾸준한 발전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산업분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을 하는 분야를 일괄하여 말하고 

있으며 국가표준과 연계하여 분류하면 나사․밸브등 기계요소류, 일반 및 산

업기계류, 자동화설비 및 그 부품류, 철강․비철등 금속 소재류, 전기․전자응

용기기류, 가정용 자동제어 장치류, 화학응용관련 제품 및 이와 관련된 시험방

법등 국가표준의 60∼7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공산

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수출주

도형인 우리경제구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야의 국가표준을 세계 수준화

으로 확충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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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쟁을 방불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보호무역장벽을 뛰어넘고 세계시

장에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계속 높여 나가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 상

품이 내구성, 정 도, 외관이나 구조면에서 떨어지고 있으므로 신상품이나 고

부가가치 상품개발에 필요한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국제표준을 직도입하는등 이와 관련된 국가표준의 확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주력기간산업 분야별 산업동향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계산업분야는 공작기계, 건설기계, 정 기계류를 중심으로 90년대중반 이

후부터 국내 생산규모가 연평균 3%내외의 완만한 증가세로 2005년에는 3조달

러 이상이 될 전망이며, EU, 미국, 일본등이 전세계 생산의 75%를 차지하고 

특히 미국은 정보통신기술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등으로 연평균 8.5%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생산의 2.1% 수출의 2%를 점유하고 교역기준으로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및 조선분야는 우리나라 주력기간산업분야의 대표주종으로 꾸준한 

투자확대 및 기술개발로 세계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자동차는 세계 제5위의 생산 및 수출국으로 양적 성장을 달성하 으며 조선분

야는 우리나라가 세계물량의 38.6%를 점유하는등 기술적 생산적인 면에서도 

명실공히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친환경형 

자동차 개발은 물론 고기능형 특수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지고 있다.

  또한, 21세기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8.9%로 전체 제조업

의 5.3%에 비해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미래는 부품․소재 

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8%를 점유하는 기반산업으로 도약 할 것이며 

3만6000여개의 사업체에서 년간 272조원 상당을 생산하여 627억 달러를 수출

하고 123만명이 종사하는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게 될것이다. 

  전기․전자 산업분야는 기존의 가전제품에 컴퓨터, 통신, 방송기술이 융합되

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된 새로운 개념의 가전제품군 및 산업제품으

로 그범위는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2005년까지 연평균 20%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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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이 예상되어 시장규모는 72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미국등과 치열한 기술경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이 잠재적

인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기술과 제품개발 및 생산기술의 향상

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화학응용분야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건설, 섬유등의 주력산업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핵심기간산업으로 국내생

산액은 26조원 규모로 제조업 총생산액의 4.4% 총수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간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의 신제품등을 지속적

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국내․외 표준화 현황

   1) 국가표준화 현황

  우리나라 국가표준의 양적 수준이 `04년말 현재 선진 표준 수준을 초과하는 

총 19,000여종으로 확대 되었으며 이중 기간산업분야 관련 규격이 52%인 

10,000여종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가표준의 대부분이 공산품과 관련된 제품규격과 방법규격 및 이의 기

초가 되는 전달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있으며 이는 국가표준이 

관련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생산성과 호환성 및 품질․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기간산업기술표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가표준수 9,600여종 분야별로 분

류해보면 자본재분야가 24%인 2,270종, 산업기기분야가 11%인 1,027종, 소재

부품과가 28%인 2,260종, 전기기기표준과가 17%인 1,635종, 화학응용표준과가 

28%인 2,490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은 자본재분야와 

산업기기분야는 100%를 완료하 으나 소재부품, 전기기기 및 화학응용분야는 

98% 수준으로 국제표준의 기술수준이 우리 국가표준보다 낮은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년 중으로 부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04년도에는 국가표준 제정921종, 개정449종등 총1,896종을 유지․관리 하

으며 `05년에는 제정769종, 개정254종, 페지96종등 총1,765종을 유지․관리 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56  제1장 국가표준정책의 추진전략

<분야별 국가표준 제․개정등 유지․관리 현황>

(단위:종)

구 분 계 자본재 산업기기 소재부품 전기기기 화학응용

`04년 실적 1,896 451 285 423 361 370

`05년 계획 1,765 410 239 407 290 419

   2) 국제표준화 현황

  현재의 시대는 기술경쟁의 시대이며, 기술경쟁을 국제표준으로 판가름한다

고 할 정도로 선진 중공업국에서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위하여 범국가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간산업분야는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 하는 산업으로서 세계시장을 주

도하기 위하여 EU는 물론 미국, 일본등 수출 주도형 모든 공업국에서는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표준화 관련 기술 인력의 양성은 물론 관련 예산을 대폭으

로 확대하는등 국제 표준화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정 기계, 건설기계 

분야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의견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거나 국제 표준

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또는 정부 및 관련 대기업, 단체, 관련 국제표준화회

의 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간산업분야의 국제표준도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국의 

의견이 반 되도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산업 분야의 국

제표준(ISO/IEC)은 8,053종이 제정되어 활용되어지고 있고 매년 500∼600여종

이 제정되고 500여종이 개정을 위하여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ISO/IEC/TC/SC)도 전체 908

개 TC/SC의 46%인 418개가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가 76%인 316개 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국제표준 제․개정 초기단계부터 우리나라 의견이 반

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아국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여 국제표준화

를 추진중에 (NWIP : 13종, AWI : 11종, CD : 4종)있는 규격도 28종에 이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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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기간산업분야의 분야별 국제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제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 현황>

구분
ISO/IEC 

규격

소관 TC/SC
비고

TC/SC수 P멤버 O멤버 N멤버

자본재분야 1,861 70 48 19 3

산업기기분야 1,108 65 64 1 -

소재부품분야 1,636 134 39 24 17

전기기기분야 1,739 97 72 25 -

화학응용분야 1,707 52 39 8 5

합  계 8,051 418 262 77 25

 다. 국제표준화 대응필요성

  우리나라는 1966년대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표준을 도입하기 시작하

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규격이 우리산업현장과 비슷한 일본공업

규격(JIS)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보급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 및 유럽의 국가규격등을 참조로 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국제표준을 

주로 직도입하여 국가표준(KS)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력기간산업분야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업

이 활성화 되고있는 미국, 일본, 독일등의 국가규격을 검토하여 우리산업에 

향이 큰것부터 KS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표준(ISO/IEC)는 있으나 KS가 없는 경우 또는 국제표준과 우이 KS

가 상이할 경우에는 산․학․연의 관련 전문가등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KS

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KS의 선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 표준은 ISO, IEC, ITU의 약2,30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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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보급되고 있으며 우리원이 관장하고 있는 ISO. IEC의 19,000여종 중 

우리산업과 관련이 깊은 8,000여종을 직도입 또는 수정부합화하여 KS화를 완료

한 상태이나 지속적으로 나머지 국제표준도 검토하여 우리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년차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 현황>

기구명 활동분야 설립년도 회원국수 보유규격수 국내담당기관

ISO

국제 표준화기구
일반 1947년 139개국 13,740

기술표준원

(1963년)

IEC

국제전기기술

위원회

전기, 전자 1906년 61개국 5,010
기술표준원

(1963년)

ITU

국제전기통신

위원회

전기통신 1865년 189개국 4,050
정보통신부

(1952년)

  최근에는 WTO의 출범으로 세계 시장이 단일화 됨에 따라 국가간 상품유통 

촉진을 위해 개별 표준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되고 있는 실정이며 WTO/TBT 

협정 체결로 기술장벽 완화를 위하여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의 국가규격에 국

제 표준의 채용을 권고 하고 있으며 APEC/SCSC에서도 2010년까지 회원국은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교역량의 약 80%이상이 국제 표준의 향을 받고 있으며 표준화의 

적용범위가 제품위주에서 시스템 및 서비스, 물류, 금융, 환경, 노동등 모든 분

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간산업 분야의 국가규격을 공산품의 생산․품질․

성능에 미치는 향이 클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많은 향이 있으므로 조속히 

국제 표준과 부합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표준을 시급히 보완․확충하여야할 분야별 주력기간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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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전자분야

  우리나라의 전기․전자공업은 정부 및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로 가전

제품 및 반도치,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 및 지식집약산업으로 발달

하여 세계 유수의 전기․전자 공업국으로 성장되었다.

  특히, 향후 10년간 국내가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25%에 달할 것으로 전

망되며 일본, 미국 등과 치열한 기술경쟁과 중국이 잠재적인 경쟁자로 급부상

하고 있으므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수준으로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분야는 기술발전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으므

로 국제표준인 IEC를 직도입하여 국가표준을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상 

표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제경쟁에서 탈락은 물론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수준

으로 전환에 따른 추후 막대한 비용부담이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차세대 원천기술

의 기술개발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로드맵에 따른 차세대 원천기술

과 원천기술을 가진 외국기관 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수준의 국가

표준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2) 기계산업분야

  기계공업은 보통 자본재에서 소비재에 이르는 기계․기구가 포함되며 대별하

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 기계, 금속소재 및 기계요소 등으로 분

류할 수가 있으며, 자동차․조선분야 등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으로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일반기계류의 생산규모는 연평균 3%내외의 완만

한 증가세로 2003년에는 그 도달 규모도 늘어났으며, EU, 미국, 일본이 전세계 

일반기계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

술개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산업환경변화에 따라 수

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작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자

동화․로봇화, 디지털화․정보화, 인간친화적․환경친화적, 고정 ․초고속․

고능률화된 기계류의 개발과 그 부품의 모듈화를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

표준을 국제표준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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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품․소재 분야

  21세기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

히, 인텔, 델파이와 같은 세계표준을 만들 수 있는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이 디

지털 지식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되고 있는 등 부품․소재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 부품․소재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8.9%)은 제조업 전

체 5.3%에 비해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래는 부품․소재

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품․소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 개발 

및 생산체계 구축,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확보, 개

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위한 장벽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발맞추어 국제표준의 직도입 또는 ASTM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체표

준 및 사실상표준 등을 검토하여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등 시급히 국가표

준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4) 섬유․석유화학 및 환경산업 분야 등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 가전, 건설, 섬유 등 주력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

는 핵심기간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비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섬

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

며 핵심기간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사후정호, 오염복원, 효율적 자원이송,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지구생태계 관리와 관련된 산업으로 90년대 이후 환경오염 사

전예방․저감 및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나 자

원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기술 등을 제공하는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환경 및 기술개발 속도 등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차세대 핵

심고분자 소재․제품․기술과 기초공정 및 고부가가치 유도체 개발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체제의 대형화․전문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과 동

시에 수출애로의 사전차단 또는 통상마찰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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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국제표준과 부합화시키고 ASTM 등 유염 단체표준을 도입하여 화

학제품 개발 및 신뢰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시험․분석방법 등에 대한 

국가표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확충․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라. 주력 기간산업분야 표준화 추진계획

  우리원에서는 산업분야별 표준화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로  

주력기간산업분야의 표준화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나 기존

의 표준화 확충계획 내용의 대부분이 주력기간산업분야임으로 향후 표준화 확

충 계획 자체가 기간산업분야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개정된 대부분의 국가표준(KS)이 제품규격 및 시험방법 

규격으로 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의 품질․성능 향상에 관련된 것으

로 기간산업관련된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2000년부터 우리원에서 표준화 5개년 사업으로 국가표준인 KS를 대폭 확충

하 으며 확충된 규격의 대부분이 국제표준 중 우리 기간산업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직도입하여 즉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KS로 제정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간산업분야의 국가표준확충사업도 국제표준

은 있으나 국가표준(KS)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것중 우리산업환경과 관련이 깊

은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원에서는 매년 1,500여종의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200∼300여종을 폐지

시키고 있으며 기간산업분야도 매년 700∼800종을 제정 500여종을 개정하고 

100여종을 폐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되는 규격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중 

규격이 없어서 산업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규격과 

기존규격이 상이하여 또는 국내 규격이 국제표준과 상이하여 수출상 애로가 

있는 것을 위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성능시험과 관련된 규격으로 국제표준이나 선진국의 단체 

표준으로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개정되는 규격은 국제표준과 상이한 국가표준을 국제수준과 부합화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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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존 규격의 내용에 다가 국제 표준의 내용을 부가․보완하는 것과 규

격에 사용되고 있는 단위․용어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련

업체에서 개정요청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규격을 정비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가표준(KS)의 확충 및 정비는 매년 실시하는 수요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기간산업분야 중․장기 표준화 계획에 적정하게 년간 계획을 미국이

나 독일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잘된 신기술이나 신제품 중 국제적으로 통용될수 있는 제

품이나 시험방법등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

며, 특히 새로개발하는 제품중 세계시장에서 통용될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경우

에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국제표준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력분야별 중점 표준화 대상

  ═══════════════════

분 야 중점 표준화 대상 비 고

 기계산업

 특수선반관련 부품․장치류,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및 장치

류, 고기능 공작기계, 차세대 건설기계, 다기능 농기계 관련 

부품장치, 승강기등 기계 안전 및 발전 설비 관련 부품․장

치류, 특수금형등

 기계요소류
 특수 밸브류, 특수 공구류, 특수 베어링․나사,   특수관이

음쇠등

 산업자동화
 로봇 관련 부품 및 장치, 자동화 관련 부품․센서, 자동화기기, 

광학 부품등

 소재
 나노소재등 특수재료, 특수연마 및 요업재료, 차세대 구조

용강등

 전기기기
 전기 의료기기, 디지털 가전기기 관련 부품 및 장치, 통신, 

오디오․비디오등

 화학응용 석유화학 관련제품 및 시험방법, 바이오산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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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표준화 추진계획

═════════════════

분 야

규격제정

비 고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자본재 산업 400 300 250 230 200 1,380

산업기기 240 200 150 130 100 820

소재․부품 410 350 300 250 200 1,510

전기기기 290 250 200 150 100 990

화학응용 420 350 300 250 200 1,520

계 1,760 1,450 1,200 1,010 800 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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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부규격의 통일화사업 추진

1. 사업개요
 가. 정부규격통일화의 개요

  국가표준기본법에 “국가표준”을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

기준으로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규격

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표준의 범주에 속하나 정부규격은 법적 근거에 의해 행

정기관에서 제정한 기술문서로서 강제기준이거나,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임

의기준으로, 제품․공정관리․생산방법․시공방법․검사방법 등이 규정된 기

준, 규격, 지침, 기술규정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규격통일화는 정부규격간의 용어, 단위, 종류, 등급, 품질, 성능,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일치되도록 하거나, 부처간에 중복되는 규격중 일부를 폐지하

여 단일규격화 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일관된 규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과 각 부처의 규격간의 통일화를 

의미한다.

 나.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배경

  1977년 전시동원물자의 자원절약 및 공급원활화 차원에서 정부규격통일화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합판, 밧데리, 부동액, 어육통조림, 

간장 등 전시에 사용되는 동원물자 위주로 통일화가 추진되었다. 

그 후 동일품목에 대한 정부규격의 이원화로 인한 설비의 중복투자 및 이중관

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제표준으로 일치시킨 KS로 각 부처의 규

격을 통일시켜 대외통상 마찰요인을 제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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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부규격 현황

  전 부처 정부보유규격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KS, 국방부의 국방규격, 조달청의 조달규격 등 19개 부처 96

개 법령(중복제외시 86개 법령)에 총 35,959종의 정부규격(기술기준 포함)이 

제정되어 있다.

  KS가 19,865종으로 정부규격 전체의 55.2%(03년 52%)를 차지하고, 그 다음

이 국방규격으로 9,436종에 26.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023종으로 8.4%, 보

건복지부가 1,493종 4.2%를 차지한다.

  정부규격통일화는 KS와 대응되는 각 부처의 규격간의 통일화를 의미하므로, 

KS를 제외하고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있는 규격만을 정부규격 통계로 집계하

면 각 부처의 정부규격은 16,094종이며 부처별 규격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각 부처 정부규격 현황>

(2004.12, 단위: 종)

부처명 합계 국방부
행정
자치부

과학
기술부

문화
관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보
통신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법률수 96 1 3 2 2 10 17 8 5 13

규격수 16,094 9,436 11 24 3 114 865 561 1,493 45

부처명 노동부
건설
교통부

해양
수산부

조달청 경찰청
소방
방재청

농촌
진흥청

산림청
식품
의약품
안전청

해양
경찰청

법률수 1 11 8 1 1 2 5 2 3 1

규격수 75 71 52 35 2 104 111 9 3,023 1

※ 10개 법률은 부처간에 중복됨, 기타 59종(철도청, 전매청 등 민 화 기관)

2.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가. 추진실적

  정부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규격이나 기술기준은 수시로 제․개정되거나 폐지

되고, 한국산업규격(KS)도 매년 2,500여종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져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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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되는 정부규격통일화 대상도 수시로 변동되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2001년도에 한국표준협회에서 전 부처 정부규격현황 및 통일화대상 여부를 

최초로 조사한 이후 2003년도에 제2차 정부규격통일화 대상을 조사하 다.

  주요 통일화대상은 국방부의 국방규격, 노동부의 산업안전기술기준,  조달청

의 조달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공전 등 19개 부처 16,657종의 정부규격

중 2,532종이 통일화대상 규격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재검토 결과 2004년말 

16,094종이며 통일화 대상은 2,660종이다.  2003년 통일화율은 71.6% 으며, 

2004년에는 176종의 통일화를 추진해 통일화율은 75.2%로 증가하 다.

  2004년에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던 소방기술기준을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민 화되어 철

도규격은 정부규격에서 제외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철도안전법을 제정하여 철

도부품에 관한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1977년 이후 2004년까지 추진한 정부규격의 연도별 통일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1-3-1>            연도별 정부규격통일화 추진현황
(단위:종)

년도 계 ‘77-’80 ‘81-’85 ‘86-’90 ‘91-’95 ‘96-‘00 ‘01 ‘02 ‘03 ‘04

추진실적 1,999 335 146 498 52 139 157 305 181 186

  부처별로는 국방규격의 통일화가 1,569종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조달

청,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순으로 통일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각 부

처별 통일화 대상과 2004년말 현재 통일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제3절 정부규격의 통일화사업 추진  67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현황

(2004.12, 단위: 종)

번호 부처명 정부규격수 
통일화대상

규격수

통일화완료

규격수

통일화율

(%)

1 국방부 9,436 1,792 1,569    87.6

2 행정자치부 11 - -    -

3 과학기술부 24 1 -      0

4 문화관광부 3 1 -      0

5 농림부 114 8 4    50.0

6 산업자원부 865 117 80    68.4

7 정보통신부 561 68 30    44.1

8 보건복지부 1,493 27 26    96.3

9 환경부 45 31 12    38.7

10 노동부 75 24 5     20.8

11 건설교통부 71 44 37    84.1

12 해양수산부 52 10 6    60.0

13 조달청 35 100 90    90.0

14 경찰청 2 2 1    50.0

15 소방방재청 104 65 11      16.9

16 농촌진흥청 111 93 -      0

17 산림청 9 11 7    63.6

18 식품의약품안전청 3,023 204 59    28.9

19 해양경찰청 1 3 3    100

기타 - 59 59  100

계 16,094 2,660 1,999   75.2

 * 기타는 전매청 등 민 화된 기관의 실적임. 조달청 등 통일화대상규격이 

정부규격보다 많은 부처는 통일화로 정부규격이 폐지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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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상의 문제점

  각 부처에서 제정하여 운 하는 정부규격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실시간으로 정부규격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협조 부족으로 정확한 정부규격현황 

파악이 미흡하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기술기준 제정시 KS규격

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

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부의 경우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1998년도에 제정하고 

199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에 

산업자원부 및 기술표준원이 참여하여 매년도별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심의를 

통해 국방규격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국방부 자체적으로 통일화작업 결과 도

출된 KS 제․개정사항을 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아 제․개정하고 국방규격을 

폐지함으로써 국방규격과 KS의 통일화는 체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SO, IEC 등 국제표준이 20,000종을 넘고 있고, 각 부처의 규격을 국제규격

과 부합화하는 추세에 있어 정부규격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 규격간의 이

원화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규격과 규격의 비교․검토에 있어 국방규격, 조달규격, 정보통신규격 

등 규격의 경우에는 규격번호가 부여되고, 정부규격과 KS규격간에 1대1로 대

응되거나 1대 다수의 규격이 대응되더라도 명확히 규정되어 대응규격의 비교

가 쉬우나 기술기준의 경우에는 통상 기준 1종에 다수의 KS를 인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어 기술기준과 KS의 통일화 비교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되고 통일화작업 추진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규격을 총괄 관리하기위한 DB 구축이 시급하며,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 정립도 필요하다.

3. 추진 방안
 가. 정부규격통일화 추진체계 정립

  정부규격통일화는 관련 부처간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므로 통일화 대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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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부처의 실무자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부처별 규격통일화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고 각 부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처간의 업무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은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활용하여 조정을 추진하고 각 부처별 

자체 소관 규격의 매년도별 통일화 추진계획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부 전체의 규격통일화 작업을 종합해나갈 계획이다.

 나. 정부규격 DB 구축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규격을 국가표준 홈페이지에 DB로 구축하

고 단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여 규격간의 이원화를 방지하고 수요자에게 편리

한 제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의 추진을 위해 1단계로 각 부처의 정부규격제

공 홈페이지와 링크 방식으로 추진하고, 2단계는 단일 플랫폼에서 전 정부규

격이 제공되도록 추진해 갈 계획이다.

 다. 정부규격통일화 연구 추진

  정부규격통일화 현황 조사를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시급한 과제

들을 선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연구를 추진하여 규격 개정안을 도출하고 규격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05년도 정부규격통일화 연구용역 추진과제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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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2>            ‘05년 정부규격통일화 연구과제
과제명 주요 연구 내용

 가스연소기분야

 정부규격통일화연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가스연소기 기술기준과 
KS의 비교․분석
가스레인지 등 KS 개정안 13종 작성

 가스용기분야

 정부규격통일화연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관련법에 의한 가스용기 기술기준과 KS
의 통일화 조사․분석
LPG가스용기 등 KS 개정안 7종 작성

 농업기계분야

 정부규격통일화연구
농업기계 기술기준과 KS비교․분석
트랙터 시험방법 등 KS 개정안 4종 작성

 형광등기구

 정부규격통일화연구
형광등기구 KS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기준과 통
일하여 KS개정안  1종 작성

 산업안전기술기준분야

 정부규격통일화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술기준과 KS비교․분석
안전모 등 KS 개정안 4종 작성

계 KS 개정안 29종

  라. 연도별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2,660종의 통일화대상 규격중 통일화가 미 추진된 661종에 대해 2007년까지 

통일화를 완료해나갈 계획이다.

<표1-3-3>           연도별 정부규격통일화 추진계획

  또한 정부규격통일화가 19개 부처 86개 법령에 관련되고 16,000여종의 규격

이 수시로 개정되어, 법령별 전담부서와 정부규격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해

당 부처와 기술표준원 담당부서간에 업무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통일

화추진이 가능하도록 운 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통일화 추진 186 222 220 219

통일화 누계 1,999종(75.2%) 2,221(83.5%) 2,441(91.8%) 2,6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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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4>        부처별, 법령별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대상
(단위: 종)

부 처 명 관계법령
정  부
규격수

통일화
대  상
규격수

주요 규격(기술기준)

국 방 부 군수품관리법 9,436 223
항공,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공구, 

퓨즈 등 재료 규격

과학기술부 원자력법 23 1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 시험기준

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2 1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기준(유기

기구의 안전성 검사기준)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법 6 1 농산물 표준규격

축산물가공처리법 41 2 축산물부분육 상장표준규격

친환경농업육성법 2 1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용이 가능한 자재 및 사용가능 조건

에 대한 품질규격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7 8

안전설비, 저장탱크의 설치,

배관의 설치, 안전설비 등 가스

관련 시험․검사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31 9

내압시험 및 기 시험, 가스용 폴리

에틸렌관 설치기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 6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기준 등

전기사업법 6 2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용접 등의 

기술기준

집단에너지사업법 3 1 열공급 시설의 검사기준

계량에관한법률 21 9
판수동저울, 분동, 추, 전력량계, 수도

미터 등 계량기 검정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16 2 형광등기구, 형광등용 자기식안정기

정보통신부 전기통신기본법 473 38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환경에서 이름

주소 체계 등록 표준,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접합성 시험방

법론 및 체계 등 기술기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1 1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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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관계법령
규  격
(기  술
기준수)

통일화
대  상
규격수

주  요  내  용

환경부

대기보전환경법 7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

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등

먹는물관리법 5 2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

준, 먹는물 수질 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규제법 4 2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고소음기계중 저소음 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1 1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

관한법률

2 1 정화조의 재질, 성능 시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 2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4 2

불해성 합성수지 재질기준등에

관한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1 1 지하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토양환경보전법 1 1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

폐기물관리법 7 2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의 검사

기관 및 검사기준, 폐기물

공정시험방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5 2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

검사에 관한 고시, 측정분석기관 정

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75 19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방호

장치 성능검정 규정,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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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관계법령
규  격
(기  술
기준수)

통일화
대  상
규격수

주  요  내  용

건설교통부

건축법 21 4
자동방화샷다의 기준, 방화문의 인

정 및 관리기준 등

도시철도법 2 1
도시철도 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시설물의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
1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 안전

진단 지침

주택건설촉진법 2 1 공동 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

성법
5 2 전통식품의 표준규격

해양오염방지법 3 2

해양환경 공정시험방법, 해양오염

방지설비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기준 및 검정기준 

조달청 물품관리법 35 10
감열기록지, 강제이동식서랍,

학생용 책상 및 걸상

경찰청 도로교통법 2 1
교통단속용 이동식 자동 상

속도 측정기 규격서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103 54
가스누설경보기, 방열복, 소방

펌프, 소화기 등 소방관련 기술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촉진법 100 92

감자 파종기, 논두  조성기,

농용 양수기 등의 시험방법․

검사기준

친환경농업육성법 1 1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산림청 산림법 8 4

원목규격, 침엽수구조용 제재

규격, 합판규격, 목재의 방부․

방충 처리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위생법 1,054 133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

, 식품 일반시험법, 첨가물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첨가물 일반시험법

화장품법 925 12
화장품 원료기준 일반시험법-

응고점측정법, 비중측정법 등

17개부처 41개 법령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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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남․북 표준화 협력사업 기반조성

 1. 현 황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분단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인 산업표준의 동질성 확보를 통한 남북 산

업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등 남북한 산업표준의 

통일화는 국가적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교역시 갈등의 소지가 크며, 부품․소재의 호환성이 떨어

져 통일 이후 남북 단일경제권 형성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 산업에서 비 표준화에 기인한 비용>

 

비표준화에 기인한 

   비용 발생(8-17%)

남북 산업표준 

   통일비용
통일비용

 ▷인력손실 : 3~4%

 ▷자재손실 : 2~3%

 ▷생산성저하 : 3~10%

▷최대 : 123조원

▷최소 : 16조원

▷최대 1,237조원

▷최소  160조원 

<남북표준의 특징>

 

구   분 남  한 북  한

특 징 일본, 미국 향 러시아, 중국 향

규격채택여부 선택적 강제적

산업용어(예)

드라이버 나사틀개

사인(sine) 시누스

케이블 까벨

철도용 전력 AC 25KV 60Hz DC 3KV

TV 전파 송출방식 NTSC PAL

국어 초성자모순 ...ㅅㅆㅇㅈㅉㅊㅋ.. ...ㅅㅈㅊㅋㅌㅍㅎ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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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표준화 체계도>

2. 독일의 표준통일 추진사례

 가. 동․서독의 표준화 활동

  ㅇ 독일표준협회(DIN) 설립(1917년) 

  ㅇ 독일표준협회(DIN)가 국제표준기구에서 동서독을 대표하고, 동독의 표준

화기관대표를 DIN의 부의장으로 선출(1954년)

     * DIN은 동독지역인 일메나우, 드레스덴에 지소 설치․운  

  ㅇ 냉전 심화로 서독과 동독은 독자적인 산업규격 제정(1961년)

 

  ㅇ 동독의 “표준화와 측량 및 상품검사국(ASMW)” 출범(1972년)

     * 동독공업규격 제정 및 ISO, IEC 등 국제표화기구 독자적 가입

  ㅇ 서독정부와 DIN 사이의 법적 관계와 표준화 계약 체결(1975년) 

내각
(규격법 )

국가품질감독국
(약100명 )

국가규격제정연구소
(약200명 )

중앙품질및계량과학
연구소 (약300명 )

성문표준대표기관
- 국가규격 제정 ,보급

(약 11,000종 )
- 품질감독원양성 및
파견 , 연구개발 등

측정표준대표기관
- 측정표준 제정 ,보급
- 연구개발

품질감독원
(약15,000명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정보통신부

각 정부 부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법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기통신기본법 )

각종 기술기준
(86개법률 )

K S 보급 ,인증
연구개발 등

K ICS /TTAS 제정 ,보급
(약500종 /2200종 )

KS 제정,보급
(19,865종 )

표준과학연구원
(정부출원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국가표준기본법 )

전국 각 기업소에 파견
-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

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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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규격 통일화 노력

  “기술적 화합과 표준화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서독 의회에서 입법

화(1985년)하여 산업표준통일화 토대 구축하 고, 서독의 DIN이 동독의 “표준

화와 측량 및 상품검사국(ASMW)”과 제휴 계약을 체결(1989년)하여 동독 표

준을 DIN에 통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 으며, 동․서독간에 규격통합

협정을 체결(1990. 7)하여 동독규격을 대부분 서독의 국가표준화기관인 DIN으

로 흡수 통합하 다. 

     * 동서독 산업표준 통합비용 : 통일 원년인 1990과 1991년 사이에  1,800

만 마르크 소요(한화 약 2조)

3. 사업추진의 필요성

 가. 남북 산업표준 통합기반 구축

  남북한 산업표준은 분류체계, 기술적 용어 및 기호 등이 크게 달라 남한의 

자금과 기술로 수행되는 각종 건설산업, 노후 설비보전 등에 차질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어, 통일 이후 산업표준의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우위가 판명된 남한의 산업표준을 북한산업에 접목하는 등 북한산업의 

재건 및 구조조정, 남북한의 산업연계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수단으로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복원사업, 개성공단 추진 등 남북경협의 활

성화로 남북 교역분야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및 

교역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표준 및 적

합성평가(시험․검사, 인증 등)제도의 통일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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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일비용의 절감

  남북 통일비용은 통일시점에 따라 최소 160조원에서 최대 1,237조원으로 각 

연구기관별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으며, 통일 이전 또는 남북 교역시 통일된 

표준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인력손실, 자재손실, 생산성 저하 등 비표준화에 

의한 비용도 최소 16조원에서 최대 12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통일비용 추정 : 일본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 160조원, 한국산업은행 

1,237조원

4. 남북 표준통일화 중장기 정책방향

 가. 기본방향

△남북 산업표준 통일화의 기본방향은 통일화된 규격을 적용할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KS표준으로 통일화하고, 신규 표준제정은 남북이 합의하여 ISO를 기본으로 제정

△향후 통일화 추진사업은 KS표준을 북한산업에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각  

  종 수단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

△다만, 동 사업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남북 표준화 담당자들과의 대화창구, 북한표준의 비교  

  분석 및 분석결과의 산업체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

 나. 사업추진 전략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적 환경에 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남북표준 협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 남북협력의 시

너지효과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북경협기업 등을 중심으로 북한표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과제(SOC 등)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남북 표준협력 채널을 “정부채널”과 “민간채널”로 2중 장치

를 마련하여 민․관의 긴 한 협조와 역할 분담으로 협력관계를 안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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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표준화 작업은 한국산업규격(KS)을 비롯한 19개 정부 부처의 규격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표준화기관인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 관

계기관이 상호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단계적 추진방안

   1) 남북산업표준 통일산업 추진 분위기 조성(제 1단계)

  민간(학계) 중심의 표준화 학술대회 개최 등 정보교류를 전개함과 아울러 

통일화되지 않은 산업표준 존재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입게 될 손실 비용을 

예측하여 대 국민 및 관계부처에 설명하는 등 비 통일표준으로 인한 피해사례

수집 및 통일화로 인한 효과에 대해 사례발표 등을 통해 남북 산업표준 통일

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수시로 제시함으로써 남북표준 통일화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2) 민관 공동으로 시범사업 추진 등 본격적 협력활동 전개(제 2단계)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북한 각종 사업에 KS표시인증제품, 국가표준(KS) 우

선사용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제안시 사전에 협의 및 공동으로 제

안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남북 쌍방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표준화 대상분야

를 선정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 중점 추진과제

   1) 최우선 추진과제

  남북산업표준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등의 자문기구인 정책협력분과, 연

구개발분과 등을 산․학․연․관 합동으로 구성․운 하여 남북표준 세미나개

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토록 함과 동시에 도로, 항만, 전력공급시설 사업등 산

업인프라 구축지원시 설계,시방 및 자재기준 등에 대해 남한 표준을 적용토록 

하고, 각종 부품공급시에도 남한표준에 부합된 원․부자재를 제공하며, 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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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업체에 표준정보제공 등 자료제공 및 개성공단 등의 입주업체에 남측 

표준홍보 전시장을 위탁 설치․운 하는 등 남한표준 확산 기반을 조성해 나

가야 할 것이다.

   2) 중장기 추진과제

  “남북경제교류협의회”에 표준분과위원회 설치․운  등 남북산업표준 통합

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수립 및 정기적인 교류회담을 추진하고, 남북산

업표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한 표준정보 교환과 남북양측 국가표준화기관의 상

호 방문 등을 통한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여야 할 것며, 아울러 남북한 시험성

적서의 상호인정, 표준공동연구소 설치 추진 등 협력활동을 확대발전시켜 나

감과 동시에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공동대응 등을 통한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5. 맺음말

  남북한 산업표준화 협력사업은 북한의 교류의지에 의존적이며 북한규격 등 

표준정보 입수곤란 및 수익사업 우선 북한지원정책 등의 제약요인이 있는 것

은 현실이지만, 민간(학계)을 중심으로 표준화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기반위에 민․관 공동 또는 관 주도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화 

대표기관인 기술표준원 및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 히 상호 연계하

는 등 범 정부차원의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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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1. 국제표준화 동향

 가. 표준에 의한 시장 장악

  우리나라는 1995년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한 이후, 작년에 수출실적은 사상 

최대로 세계에서 12번째로 2,500억불대에 진입하며 2,542억불을 기록하 다.  

우리나라는 최근 GDP 순위 세계 11위 6,260억불(’04. World Bank), 교역규모 

12위 3,726억불(‘04. WTO, 세계의 2.4%)의 경제대국을 이루기까지 ‘60년대부

터 수출중심 경제성장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WTO 체제하에서 국제

표준은 국가표준의 기본이 되어 수출에서의 기술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기술혁

신으로 세계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변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하는 국제표준의 첫 번째 역할은 국가간 물자나 용역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교역증대와 무역자유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세계 각

국에서 서로 다른 규제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준은 바로 무역상기술장벽

이 된다. 이 때문에 WTO/TBT하에서 각국은 강제기준을 만들 때 국제표준의 

사용을 권고받고 있다.  

  두 번째로 최근의 기술혁신,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네트워크경제의 중요성

이 극대화하여 규모의 경제 또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으로 국제표준화

가 추진되고 있다. 기술이나 제품개발과 동시 또는 개발전에 국제표준 채택에 

노력하고 표준을 장악한 소수 기업에게 시장진출이 용이하게 되고 곧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어 표준주도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특히 IT 기술관련 첨

단산업의 경우 국제표준 채택이 시장의 승자로 성립되어 제품 개발전부터 관

련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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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까지의 표준은 선진 기업들이 규격의 단순화·통일화로 기계화·자동화

를 촉진하여 선진 각국에 의해 시장수요 확대 및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산업시

대를 주도하 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표준은 선진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었다. 예를들면 DVD, HDTV, MPEG, 

ITS(지능형 도로교통 정보시스템)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신기술제품의 

경우 생산이전에 세계적 대기업들간 기업의 전략으로 표준화논의가 선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표준화작업에 참여하여 일정 지분을 확보한 기업만이 

미래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 국제표준의 도입은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기술이전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준(standards)은 제품과 서비스의 성능․절차․방법 

등에 대한 최적의 기준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공통합의에 의한 산업과 기술

의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제품생산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표

준도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을 당연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국제표준화활동은 

따라가면 된다는 방식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예가 적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표준이 가진 향력이 종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커졌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세계시장 장악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에의 적극적 참가가 필수불가결해지고 있다.  

 나. 단일 국제표준에 대한 요구

  ’90년대 이후 동서냉전의 종결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거 시장경제로 편입

시켜 세계시장을 하나로 통합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다국적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최적투자지역을 R&D, 생산, 유통 및 판매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Global Outsourcing”을 활성화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 등 불필요한 무역상기술장벽을 철폐하고 국제적인 단일 표

준의 사용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확대되었다.



제1절 개요  85

  이러한 시장의 단일표준에 대한 요구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가시

화되었는바, ‘95년 1월 발효한 WTO/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국가표준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것이 규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APEC 정상회담에서는 자국의 국가표준을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국제표준에 완전 일치시키겠다는 것을 합의하는 ‘오사카 

행동지침’을 채택하 으며, 특히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식품라벨링, 고무제품 

등 4개 우선 일치화 대상품목은 선진국 2005년 개도국 2010년까지 일치화를 

약속하 다.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우선 일치화 대상품목을 선정하

여 점진적인 표준통일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확산

  세계 각국은 단일표준의 사용을 통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으

나, 현 상황에서 이의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선진 각국은 국

가간 교역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기술장벽은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

는지 여부를 시험·검사·인증하는 적합성평가 행위임을 고려하여 수출상대국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하 다.

 라. 표준의 적용분야 확대

  종래의 표준이 주로 제품의 구조, 성능, 시험방법 및 용어만을 규정한 데 반

하여, 90년 이후에는 품질경 시스템(ISO 9000), 환경경 시스템 (ISO 14000)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표준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시스템표준은 작업장안전 보건시스템, 요원관리 등 각종 인증과 관련된 표준

으로 발전하여 인증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시켰다. 

  또한 2000년에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 TC222(재무관리) 기술위원회가 신

설되는 등 표준화의 대상이 2차산업중심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분야로 확대되

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4년도에는 ISO/TMB내 작업반에 의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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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표준화가 추진되었고, ISO 총회에서는 ISO 자문반에 의해 세계적 보안표

준화 필요성이 논의되어 향후 추진될 전망이다.

2.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

 가. 선진 각국의 국제표준화 대응 동향

  유럽은 EU 통합과 함께 CEN, CENELEC, ETSI 등 지역표준화기구의 활발

한 활동에 힘입어 역내 표준을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함으로써 유럽산업의 국

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즉, 국제기구 간사국 업무의 적

극적 수임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는 한편, 첨단산업분야에서도 R&D 단

계에서부터 국제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각국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유럽 통합 표준인 구주이동통신표준 (GSM)을 제정하여 전세계 

이동통신시장의 65%를 장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시장중심의 민간표준을 중시하여 공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은 유럽보

다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92년 미의회 기술평가실은 ‘세계표준은 미래구축

의 토대’ 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세계표준 개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미

국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에 ‘96년 ‘국가기술이전 및 

진흥법(NTTA법)’을 제정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국립

표준기술원 (NIST)에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ISO/IEC 기술위원회 간사국 수임과 세계표준 제안활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하

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EU 등에 대한 표준관 파견과 아울러, 해외파견 상

무관에게 표준교육과 아울러 표준임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까지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으로 일본에 불리한 

세계표준이 계속 제정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일본산업은 막

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HDTV방송 방식의 경우 ‘80

년대 일본이 개발한 Muse방식(아날로그) 대신 구미의 디지털방식이 세계표준

으로 채택되었고, 일본의 초창기 핸드폰 표준인 PDC(Persona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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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ar)방식은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 이외에 채택한 국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은 일본기업에 불리한 세계표준이 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표

준제도의 재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결정하 는 바, 제8차 공업표

준화 장기계획(96.4)을 통해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등 국가적인 표준화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통산성은 표준을 기술혁신 인프라로 인식하고, 산업기술심의회

를 통해 “21C 기술인프라 구축 표준종합계획”을 수립(98.6)하여 대대적인 국

제표준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나. 우리나라의 대응

  본 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의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활동 대응 

현황을 설명코자 한다.

  ①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활동

  ② PASC 지역기구 참여 활동

  ③ 외국 국가표준화기구와의 양자간 협력활동

  ④ WTO/TBT 관련 사항 및 무역상기술장벽 대응활동

제2절 국제표준화 활동

  우리나라는 ’63년에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하여 최초로 국제표

준화 사회에 진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해 왔다.  기술

표준원이 국가대표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적표준화기구로 국제표준화기구

인 ISO 및 IEC가 있으며, 지역표준협력기구인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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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표준관련 주요 국제기구 가입현황 (‘04.12) >

국제기구별 설   립   목   적
설립년도

회원국
보유
규격가입년도

I S O 

(국제표준화기구)

․ 지적, 과학, 기술, 경제 등 일반분야
   국제규격의 제정․보급
․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

1947. 2
146 14,941

1963. 6

I E C 

(국제전기표준회의)
․ 전기전자분야 국제규격의 제정 및 보급 

1906. 6
 63  5,296

1963. 5

I

E

C

Q

 CMC (검증   

관리위원회)

․ IEC 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

  (IECQ)의 운  및 관리

1976. 5

  18
1979. 1

 ICC (검사  

조절위원회)

․ 국제검사기관의 인증
․ 품질인증과 검증에 관한 시행․
   규제의 균등한 적용

1978. 1

1984. 1

IECEE (국제 

전기기기인증제도)

․ 전기전자 제품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국제무역 촉진

1985. 9
 43

1987.12

IECEx Scheme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제도)

․ 폭발위험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적합한 안전수준 
   유지 및 상호인정 등

1997.10
 22

1997.12

PASC (태평양 

지역표준회의)

․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서의 유럽지역  
    의 지배적 위치에 대처
․ 태평양국가들의 상호이익 증진

1973. 2
 22

1973. 2

< ISO/IEC 일반현황 (‘04.12) >

ISO(국제표준화기구)
(www.iso.ch)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www.iec.ch)

○ 공식명칭 

  - 문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for Standardiz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47.2 1906.6 

○ 사무국 위치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 총 예산(‘05년도) 29,625,000CHF(약 266억원) 18,900,000CHF(약 178억원)
○ 회원국 규모

  - 정회원국

  - 준회원국

  - 통신회원국

          146개국

99개국

36개국

11개국

              63개국

50개국

13개국

-
○ 총 규격 수 14,941 5,296
  - '04년 제․개정 수 1,247 397
○ 총페이지 수 531,324 Page -
  - 규격별 평균 Page 35.5 Page -
○ TC/SC 구성현황
  - TC 190개  90 개
 - SC 544개  82 개  
 - WG 2,188개 521개  
○ '04년 개최 회의 수 955 (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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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가. ISO의 조직

  ISO는 전기.전자 이외의 기술,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분야의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표준 및 적합성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분야

에서 협력증진을 통하여 세계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설립되었다.  ISO의 회원은 각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기구인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국가표준화기구)가 되며, 1개국 1대표기구를 회

원으로 한다. 

  ISO는 스위스 민법 제 60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비록 다수의 정부

기구(표준화기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며,  ISO가 공공과 민간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 것은 대부분

의 회원이 정부기구이며, 민간회원일지라도 국가법에 의하거나 정부기관의 산

하 또는 제휴 업계단체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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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의 조직현황(‘05.4) >

총  회 - 148개 회원국

(General Assembly)

매년 개최 

  정회원    100개국

  통신회원   37개국

  구독회원   11개국

(임원의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2명

 (정책, 기술관리)

재무관 1명

사무총장 1명 

(총회자문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개도국위원회(DEVCO)

특별자문그룹
이  사  회 (Council)

18개 회원국

중앙사무국

(Central Secretariat)

기 술 관 리 이 사 회       12개 회원국

(TMB : Technical Management Board)

정규직원 151명

파견직원  37명

표준물질위원회(REMCO)

기술자문그룹 (TAG)

기술위원회 (TC)                 190개  

분과위원회 (SC)                 544개  

작업반 (WG)                   2,188개  

  

라. ISO 간행물구독회원국(Subscriber member) 현황

마. ISO 이사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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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SO 정회원(Member body) 현황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아랍에미리트(ESMA) 1980 케냐(KEBS) 1976

알제리(IANOR) 1976 북한(CSK) 1963

아르헨티나(IRAM) 1983 한국(KATS) 1963

아르메니아(SARM) 1994 쿠웨이트(KOWSMD) 1999

오스트레일리아(SA) 1947 리비아(LNCSM) 1978

오스트리아(ON) 1947 룩셈부르크(SEE) 1998

방 라데시(BSTI) 1974 말레이시아(DSM) 1969

바베이도스(BNSI) 1999 모리셔스(MSB) 1995

벨라루스(BELST) 1993 멕시코(DGN) 1947

벨기에(IBN) 1947 몽골리아(MNCSM) 197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BASMP) 1996 모로코(SNIMA) 1963

보츠와나(BOBS) 1996 네덜란드(NEN) 1947

브라질(ABNT) 1947 뉴질랜드(SNZ) 1947

불가리아(BDS) 1955 나이지리아(SON) 1972

캐나다(SCC) 1947 노르웨이(SN) 1947

칠레(INN) 1947 파키스탄(PSI) 1951

중국(CSBTS) 1978 파나마(COPANIT) 1995

콜롬비아(ICONTEC) 1960 필리핀(BPS) 1968

코스타리카(INTECO) 1994 폴란드(PKN) 1947

크로아티아(DZNM) 1993 포르투갈(IPQ) 1949

쿠바(NC) 1962 루마니아(ASRO) 1950

사이프러스(CYS) 1979 러시아(GOST R) 1947

체코(CSNI) 1993 사우디아라비아(SASO) 1974

덴마크(DS) 1947 싱가포르(SPRING SG) 1966

에쿠라도르(INEN) 1995 슬로바키아(SUTN) 1993

이집트(EOS) 1957 슬로베니아(SMIS) 1992

이디오피아(QSAE) 1972 남아공(SABS) 1947

핀란드(SFS) 1947 스페인(AENOR) 1951

프랑스(AFNOR) 1947 스리랑카(SLSI)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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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독일(DIN) 1951 스웨덴(SIS) 1947

가나(GSB) 1966 스위스(SNV) 1947

그리스(ELOT) 1955 시리아(SASMO) 1981

헝가리(MSZH) 1947 탄자니아(TBS) 1979

아이슬란드(STRI) 1992 태국(TISI) 1966

인도(BIS) 1947 마케도니아(ISRM) 1995

인도네시아(BSN) 1954 트리니다드토바고(TTBS) 1981

이란(ISIRI) 1960 튀니지(INNORPI) 1984

아일랜드(NSAI) 1951 터어키(TSE) 1956

이스라엘(SII) 1947 우크라이나(DSSU) 1993

이태리(UNI) 1947 국(BSI) 1947

자메이카(JBS) 1974 우루과이(UNIT) 1991

일본(JISC) 1952 미국(ANSI) 1947

카자흐스탄(KAZMEMST) 1999
우즈베키스탄

(UZSTANDARD)
1994

베네주엘라(FONDONORMA) 1959  짐바브웨(SAZ) 1990

베트남(TCVN) 1977 이라크(COSQC) 2001

말타(MSA) 1966 요르단(JISM) 2002

코트디부아르공화국

(CORDINORM)
2002  아제르바이젠(AZSTAND) 2003

 바레인(BSMD) 2003  오만(DGSM) 2003

 카타르(QS) 2003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003

 세인트 루시아(SLBS) 2004  수단(SSM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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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SO 통신회원국 (Correspondent member)현황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기니(INM) 2004 에스토니아(EVS) 1993

나미비아(NSIQO) 1996 에리트레아(ESI) 2002

네팔(NBSM) 1991 엘살바도르(CONACYT) 2003

니카과라(DTNM) 1998 우간다(UNBS) 1990

라트비아(LVS) 1995 예멘(YSMO) 2002

리투아니아(LST) 1992 잠비아(ZABS) 2003

레바논(LIBNOR) 1963 콰테말라(COGUANOR) 1997

르완다(ORN) 2000 키르지스탄(NISM) 2004

마카오(CPTTM) 2000 트루메니스탄(MSIT) 1993

마다가스카르(BNM) 1998 콩고(OCC) 2003

말라위(MBS)  1975 파라과이(INTN) 1995

몰도바(MOLDST)    1997 파푸아뉴기니(NISIT) 1982

모잠비크(INNOQ) 1979 팔레스타인(PSI)

볼리비아(IBNORCA) 1977 페루(INDECOPI) 1993

브루나이(CPRU) 1989 피지(FTSQCO) 1994

베냉(BENIN) 2003 홍콩(ITCHKSAR) 1968

세네갈(ASN) 2003 세이셀(SBS) 2002

스와질랜드(SQAS) 2002 알바니아(DPS) 2000

앙골라(IANORQ) 2002

 라. ISO 간행물구독회원국(Subscriber member) 현황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가이아나(GNBS) 1994 안티구아 바부다(ABBS)

그라나다(GDBS) 1994 캄보디아(ISC) 1995

니제르(DNQM) 2003 혼두라스(COHCIT)

도미니카(DBOS) 타지키스탄(TJKSTN) 2004

도미니카공화국(DIGENOR) 1997

레소토(LSQAS) 2003

브룬디(BB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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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ISO 이사국 현황
번호 소속그룹 기 관 명 국 가 명 임기만료년도

1

1그룹

(5개국)

DIN 독    일

상임이사국

2 ANSI 미    국

3 BSI     국

4 AFNOR 프 랑 스

5 JISC 일    본

6

2그룹

(5개국)

ABNT 브라질 2005

7 NEN 네덜란드 〃

8 SA 호   주 〃

9 SAC 중   국 〃

10 SN 노르웨이 〃

11

3그룹

(5개국)

EOS 이집트 2005

12 BSN 인도네시아 2006

13 DSSU 우크라이나 〃

14 ISIRI 이란 〃

15 ON 오스트리아 〃

16

4그룹

(3개국)

IST 아이슬란드 2006

17 JISM 요르단 2006

18 TVCN 베트남 2005

 바. ISO 규격 제정 현황 

  ISO의 최초 규격은 1951년 발간된 “Standard reference temperature for industrial 

measurement” 다. 설립 이후 10년간 ISO는 57종의 표준을 발간하 으며 

1969년에 이르러 1,000번째의 표준을 발간하 다. 이후 1985년에 5,000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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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0,000종, 2004년 14,941종을 보유하는 진보를 이룩하 다.   ISO의 표준

개발 추세는 아래와 같다.

년도 1947 1957 1967 1977 1987 1997 2000 2002 2004

규격수 0 57 721 3,443 6,789 10,959 13,025 13,736 14,941

  ISO규격의 분야별 제정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공학, 수송/유통, 재료

기술에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ISO규격 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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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ISO 규격 제정 현황>

분   야
DIS/FDIS 국제 표준

신 규 계 신 규 페이지수 계 페이지수

  일반, 기초과학 234 195 103 5,482 1,366 45,748

  위생, 안전 및 환경 146 125 55 1,736 633 18,791

  공학기술 726 560 443 21,292 3,860 157,996

  전자, IT, 통신 379 297 176 16,590 2,287 149,261

  수송, 유통 235 233 126 4,179 1,621 40,828

  농업 및 식품공학 98 78 67 1,813 924 19,216

  재료기술 490 449 244 7,380 3,833 87,765

  건설 72 67 26 850 299 8,799

  기타 17 26 7 205 118 2,920

총   계 2,397 2,030 1,247 59,527 14,941 531,324

 ※ “신규”는 2004.1.1일부터 12.31일까지 신규로 등록된 문서임

 사. 국제표준제정절차

  ISO의 규격 제정절차는 제안부터 발행까지 6단계로 구성되며, ISO/IEC 

Directive(‘04년, 제5판)와 ISO Supplement에 따른다. 신규규격제안은 ISO 국

가회원기관, TC/SC 간사기관, 연계기관, 기술관리이사회 또는 자문그룹, ISO

사무총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작업안은 해당 기술위원회의 정회원들에

게 회부되어 투표를 거치게 된다.

  ISO의 평균 규격개발기간은 '98년 5.4년에서 '03년 평균 3.7년으로 감소하

다. ‘03년 기술관리이사회에서는 규격제정시 필요에 따라 급속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있게 개발기한을 허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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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의 규격개발절차 >

제안: 새로운 작업항목(New Work Item) 제안 소속TC 또는 SC의 P멤버

새로운 표준 작성 또는 현행 표준 개정을 제안 과반수 찬성 및 5개국이상 참여

⇓

 준비: 작업안(Working Draft) 작성 간사국은 Working Group을 

Working Group에서 표준 원안 작성
구성하여 CD초안 작성

⇓

 위원회: 위원회안(Committee Draft) 작성

표준의 위원회 원안을 작성하고 회원국에 배포, 각국의 의

견을 수렴(3~6개월), 필요에 따라 원안 수정
P회원의 2/3찬성이 승인요건임

⇓

 질의: 국제표준안(DIS/CDV)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 원안을 모든 국가에 회부하여 투표를 행

함. 필요에 따라 원안수정

위원회 P 회원의 2/3 이상 찬성, 

투표총수의 1/4 이하 반대가 승인

요건임

⇓

 승인: 최종 국제표준안(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최종 국제표준안을 모든 나라에 회부, 2개월간 걸

쳐 투표를 행함. 표준 내용수정이 안됨

 위원회 P 회원의 2/3 이상 찬성, 

반대가 투표총수의 1/4 이하인 것

이 승인의 요건임

⇓

 발간: 국제표준의 발행

ISO 사무국이 인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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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의 규격개발절차 기한 변경 >

기   존
신   규

기본 급속절차 완화절차

준비단계 

(Preparatory stage

AWI 등록 (20.00) - - - -

WD (20.20) 6 - - -

CD 승인 (20.99) 12 - - -

위원회단계

(Committee stage)

CD 등록 (30.00) - 12 - 12

CD 투표 (30.20) - - - -

DIS 제안 (30.99) - - - -

질의단계

(Enquiry stage)

DIS 등록 (40.00) 24 18 6 24

DIS 투표 (40.20) - - - -

투표결과 요약 발송 (40.60) - 24 12 30

FDIS 제안 (40.99) - - - -

승인단계

(Approval stage)

FDIS 등록 (50.00) 30 30 18 43

FDIS 투표 (50.20) 33 32 20 45

투표결과 요약 발송 (50.60) - 35 23 47

IS 승인 혹은 거부

(50.98)
- - - -

출판단계

(Publication stage)

출판 승인 (60.00) - - - -

출판 (60.60) 36 36 24 48

 아. ISO의 기타 규격

  ISO는 일반적인 국제규격 이외에 PAS(Publically Available Specification),

기술시방서(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IWA 

(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가이드 (Guide) 등을 발간하고 있다.

   1) PAS(Publically Available Specification)

  PAS는 WG차원의 합의를 반 하는 규범적 문서이다. D연계기관의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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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WIP 등록시  TC/SC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국제규격으로 제정할지 또는 

PAS로 제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발간은 해당 WG소속 TC/SC P멤버

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PAS는 1개 언어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3년마

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발간된 지 6년이내에 국제규격화를 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PAS(Publically Available Specification)는 사실상 국제표준의 자격을 갖춘 

기술기준에 대해 TC/SC내의 투표만을 통해 ISO/IEC의 명칭을 붙여 공적 권

위를 부여한다. 국제표준은 공적 표준외에 사실상표준도 분야에 따라 막강한 

향력을 과시하며 공존하고 있다. 사실상표준은 표준의 보급과 제품의 보급

이 동시에 일어나고 표준이 시장의 기술을 반 하여 신속히 개발되는 한편, 

스스로의 표준을 시장의 표준으로 하여 개발자가 시장독점에 의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실상 국제표준으로는 ASTM(미국재료

시험학회), API(미국석유협회), ASME(미국기계학회) 등 상설조직에서 제정한 

기술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사안별로 이해당사자간의 필

요에 따라 콘소시움을 결성한 XOpen(S/W), IETF(인터넷), DAVIC(디지털 

TV), DVD Forum 등에 의한 표준이 있다. 

   2) 기술시방서(TS: Technical Specification)

  TS는 TC/SC 차원의 합의를 반 하는 규범적 문서이다. NWIP 등록시  

TC/SC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국제규격으로 제정할 지 또는 TS로 제정할지

를 결정하게 된다. TS가 발간되는 경우는 주로 국제규격으로 제정을 추진하

던 작업이 투표과정에서 부결된 경우 또는 현존 기술기준을 정회원이나, A연

계기관 또는 D 연계기관이 제안하는 경우가 적용된다. 

  TS의 최종 발간은 TC/SC P멤버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TS는 과

거 type 1, 2 기술보고서를 대체하는 형식의 문서이다. TS는 발간 이후 3년마

다 재검토가 필요하며 6년 내에 국제규격으로의 제정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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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보고서(TR: Technical Report)

  TR은 규범적 문서와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는 참고적 문서이다. 승

인된 작업안에 관한 자료수집과정에서 규격으로 발간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나, 

문서형태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찾은 경우에 TR 발간을 결정하게 

된다. TR을 최종 발간하기 위해서는 TC/SC 정회원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필

요하다. 

   4) IWA (Interantional Workshop Agreement)

  IWA는 기존 TC/SC 검토방식과 전혀 다른 제정방식의 규범적 문서이다.  

IWA는 특정 회원기관의 행정적 지원하에 공개적인 Workshop 등에서 얻어진 

결론을 규격형태로 발간한 문서이다. 따라서 별도의 회원국에 대한 투표과정

을 거치지는 않는다. ISO 9001의 적용과 관련하여 ‘01년 보건서비스기관 개선

과 ’04년 교육분야 적용에 대한 IWA가 있다.

   5) 가이드 (Guide) 

  가이드는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침서이다.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ISO총회 산하 위원회, IEC자문위원회, ISO기술자문그룹, ISO/IEC

공동 기술자문그룹 등이다. 발간절차는 제안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되

며, 위원회 단계에서 3개월의 시한내에 위원회 내부 코멘트를 검토한다. 

  질의 단계에는 4개월의 시한을 두고 ISO내 모든 회원기관에 대하여 투표를 

회부하게 되며 총 투표수의 1/4이하가 반대할 경우 발간이 승인된다. 최종적

인 가이드는 중앙사무국에서 발간한다.

 자. ISO의 전략과 최신동향

   1) ISO의 세계적 연계성과 타 표준화개발 조직(SDO)와의 협력

  2004년 ISO 총회에서 ISO는 2010년 세계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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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10년의 전략목적으로 다음의 7개항을 의결하 다.

  ㅇ국제규격이 세계시장에 연계되도록 다양한 분야 표준을 개발

  ㅇ이해관계자 참여 확보

  ㅇ개도국의 인식과 참여 제고

  ㅇ국제규격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에 개방

  ㅇ기술규제의 대안책으로써 임의표준 사용을 증대

  ㅇ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지침서의 제공

  ㅇ효율적인 절차 및 도구 제공

  지면관계상 위의 전략중 세계적 연계성 확보와 국제규격을 효율적으로 개발하

기 위한 협력, 즉 타 표준개발조직과의 협력에 대한 개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규격의 세계적 연계성(Global Relevance)은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

가 규격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으로 

정의된다. WTO가 무역상기술장벽협정(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체결하여 국제규격을 각국의 규격으로 채택하게 함은 상대적으로 

ISO가 제정하고 발간하는 국제규격이 전 세계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게 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 다.

  WTO의 TBT 위원회는 세계적 연계성을 가지는 국제규격의 요건에 대해 

무역상기술장벽협정에 대한 제2차 3년주기 검토(2000년 11월)에서 다음과 같

이 정의하 다.

  ․ 세계시장의 규제 및 시장요구에 적절히 부응

  ․ 각국의 과학적, 기술적 발달에 대응

  ․ 시장을 왜곡하지 않음

  ․ 공정경쟁을 억제하지 않음

  ․ 혁신과 기술발달을 저해하지 않음

  ․ 국가간, 지역간에 서로 다른 경우,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의 특성, 요건 등

을 선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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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기반 규격을 지향하고 설계규격을 지양함

  따라서 국제규격이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역상 기술장벽을 

가져오는 것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ISO는 국제규격 개발에 ‘참여’한 이들의 합의에 의한다는 철학을 수년간 유

지하 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격, 또는 개발도상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격이 제정되기도 하 다.  국제규격이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서 사

용되는 방식에 따라 그 국가 혹은 지역의 관점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모든 

국가 혹은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국제규격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계적 연계성이 필요한 예를 들면, 다수의 인간공학 관련 국제규격이 유럽 

및 북아메리카인들의 인체치수에 근거하여 작은 체구의 동남아시아인들에게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간이 경과하여도 변하지 않는 세계적 시장의 본질적인 차이

(Essential Difference)의 요인으로 WTO TBT협정의 부속서 3은 기술기반 하

부구조(예: 전류, 전압), 기후 특성(실온, 습도), 지리, 인류학적 차이(인체치수)

를 지목하 다. 이들은 국제규격에 규정요소로 포함될 수 있지만, 여러 규격들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요건을 합의하고 

절차중 특정조건(예, 60Hz 전기, 열대지방의 평균 실온 등)이 본문에서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ISO/TMB는 세계적 연계성에 대한 정책보

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위원회의 규격제정 작업 및 발간에 지침으로 제공하

다. 그 주요내용은 1) 이미 제정된 규격에 대한 정기확인검토(Systematic 

Review)시 연계성 검토 2) 규격제정작업의 시작단계인 신규규격안 투표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세계적 연계성을검토, 3) 규격내용으로 설계기반 규격보다는 

성능기반규격을 제정, 4) 세계적 연계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때에는 PAS 또는 

TS로 잠정적으로 수용하거나 탈락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연계성에 대한 검토강화는 한편으로 규격제정작업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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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간에 해당국의 시장인지도와 기술위원회의 의장, 간사 등 임원의 판단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또 하나의 ISO 중요한 전략은 미국의 단체표준들을 ISO 표준으로 쉽게 받

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 다.  지금까지는 몇몇 

분야에서 사안별로 미국의 단체표준을 속성과정을 거쳐 ISO 표준으로 채택하

으나, 공식적인 제휴 표준개발조직(Partner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관계로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EEE(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등 사실상 국제표준적 지위

를 갖는 미국의 단체표준이 보다 쉽게 ISO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 경

우 미국 이외의 국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 하여 표준초안을 작성할 수 있

는가가 문제시된다.

   2) 사회적 현안에 대한 ISO 표준화 추진

  ‘90년대에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ISO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리라는 배경하에 작업장안전보건경 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의 표준화가 저지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해 ISO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으로 애당초 기업의 사회

적 책임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광범위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기술

위원회의 상위조직인 ISO 기술관리이사회(TMB)내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이

는 이미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표준화가 개시되어 각국의 다른 표준에 의해 

기술무역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SO이사회 결정에 의해 시

작되었다. 2005.3월 11∼17일 브라질에서 그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어 업계, 

규제 당국, 정부, 소비자, 학계 등 43개국 약 300명의 전문가 참여가 있었으며, 

’08년초까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각국 법률과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관련 헌장과 지침을 

따르면서, 조직의 회계투명성, 뇌물공여 및 내부자 거래 금지 등 경제적인 면



104  제2장 국제표준화 활동

과 환경보호, 아동노동금지 및 노동환경 등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SR체계 구

성과 운 ,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격제정작업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회적 현안에 대한 표준화추진은 보안분야이다. 9.11 사태를 계기

로 하여 미국이 주도하여 자국내 보안활동강화를 국제적으로 연계하고자 민방

위, 생체인식, 화물컨테이너 등을 광범위하게 종합하는 보안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3) ISO 시스템의 기본원칙 제정

  ISO 이사회와 미국 규격개발 조직(SDO)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과

정에서 ISO 이사회는 기존의 여러 문서와 지침에 나누어 기술되어 있던 사항

을 정리하여 공동협정을 논의하는 지침틀을 마련하고자 다음 ISO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제정하 다.  

1. 세계차원의 정당한 절차, 투명성, 합의에 바탕을 둔 자발적 표준화 원칙

ISO 비전:

  ISO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용가능한 국제규격을 개발하는 향력을 인식시킨

다. 이 국제규격은 각 국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능가한다.  ISO는 항상 표준

화의 합의와 투명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합리성, 안전성, 환

경보호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한다.

1.1 ISO회원국은 합의와 정당한 절차 원칙을 조직하여 보호한다. 회원국은 ISO 규   

   격개발 및 정책개발과정에 필요한 모든 투표를 할 의무가 있다.

1.2 ISO/TC/SC는 업무수행시 승인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TC/SC 회원국간의  

    합의는 TMB 및 이사회에 의한 승인에 제안된 절차적 예외를 지지해야 한다.

1.3 ISO 회원국은 어떠한 ISO 국제 규격, 혹은 ISO표준 발행을 자국의 규격으로 채  

    택할 권리가 있다.

2. 회원국 권리 및 의무, ISO 시스템운  원칙은 오랜 세월동안 높이 평가됨.

   정관과 이사회결정의 재검토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ISO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처럼 요약될 수 있다:

권리 1: 국가당 오로지 하나의 ISO회원만이 인정되며, 이 회원은  자국을 대표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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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1a: ISO회원은 자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표준화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ISO회원

은 회원 권리와 의무를 자국내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는 ISO의 다

른 회원에게 주요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적용한다.

위 의무는 기술 및 정책관련 문제에 있어서의 자국의 관점을 개방적이고 합의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무 1b: ISO회원은 이사회가 결정한 간행물 차원에 따라, ISO 기본 시설을 유지하

기 위해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한다. 이 기본 시설은 ISO 중앙사무국 핵심 

기능 운 비를 포함한다. 

                 --------------------------------------------------

권리 2: ISO회원은 국가에서 채택한 ISO 규격을 배포하거나 판매 할 수 있다. 이는 

사용료나 추가 수수료를 ISO 및 타 회원에게 지불할 필요없다.

의무 2a: 국가가 규격으로 채택되지 않은 ISO 간행물 판매시, ISO 회원은 이사회

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ISO측에 사용료나 추가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의

무가 있다.

의무 2b: 회원은 자국내 ISO 명칭과 로고의 정확한 사용과 ISO 간행물 텍스트의 

부정당한 판매보호를 보장하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권리 3: ISO 회원은 ISO 관리기관을(이사회 및 기술관리위원회) 

        임명 및 선출할 권리 있다. 이는 ISO 정관내에 명시된 민주적인 절차로 이

루어진다.

의무 3a: 이사회 및 기술관리위원회의 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회원은 전반적으로 

회원을 대표하여 행동해야 한다.

의무 3b: ISO 기술위원회와 TC/SC 간사 실적 및 지정간의 업무 서술과 관련, ISO 

회원은 기술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의무 3c: 기구의 전략 및 정책개발 안건과 재정 및 상업문제에 적용되는 규칙과 관

련, ISO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

권리 4: ISO 회원은 ISO규격 및 다른 표준 발행물 승인을 가져오는 모든 규격개발

업무에 참가할 권리 있다. 이사회가 결정한 기한내에 기술위원회 및 기술관

리위원회의 행동에 반해 항의할 권리도 있다. 

의무 4a: 참가하기로 한 ISO 업무에 대해 ISO 회원은 자국 필요성과 가능성에 따라 

국가적 협의메커니즘을 조직하고, 관련 ISO/TC/SC는 자국의 대표단을 파

견 할 수 있다.

의무 4b: ISO규격 개발업무 참가시, ISO회원은 기술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절차규칙

에 반드시 충실해야 한다. 이 규칙은 개발중인 표준 및 특별규격에 따라 달

라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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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5: ISO 회원은 ISO의 모든 표준발행물에 대해 ISO가 승인한  투표규칙과 절차

에 따라, 제한된 시간내에 코멘트 및 투표를 할 권리있다. 

의무 5a: 제안된 ISO규격에 대해 국가지위 향상시, ISO회원은 자국내에서 공개 재

검토과정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정부, 소비자, 사용가능자를 포함한 모든 

이익단체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의무 5b: ISO 회원은 ISO 합의과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

권리 6: ISO회원은 기술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ISO 기술 위원회 및 분

과위원회 간사를 임명할 권리 있다. 자국내의 다른 기구를 대표하여 임명하

지만, 수락한 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책임있다.

의무 6: TC 및 SC 간사로 임명되었을시, 회원 및 대표단은 필요한 인적자원을 제

공해야하며, 이는 ISO가 간사 의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TC/SC 서비스 협

정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간사의무에는 공평한 입장에서의 관련 ISO 업

무집행이 포함된다.

2. IEC
 가.  IEC의 조직 현황(‘04.12)
(임원의 구성)
 회장, 
 전임회장,
 부회장 3명, 
 재무관, 사무총장

총회(IEC Council)
63개 회원국, 매년 개최

정회원  50개국
준회원  13개국

이사회
(Council Board)관리자문위원회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s)

중앙사무국
(Central
Office)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표준화관리이사회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기술 작업 관리

적합성평가위원회
(Conformity Assessment Board)

인증업무 관리

분과위원회
(Sector
Boards)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s)

기술자문위원회
(Technical
Advisory
Committees)

IECQ : 시험결과
의상호 인정

IECEE : 
전자부품

ACET : 전자․전기통신
ACOS : 안전
ACEC : 전자기적합성
ACEA : 환경

IECEX : 
위험환경장비
(방폭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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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EC 회원 가입 현황

  ◦ 정회원 국가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그리스 1930  아일랜드 1974

 남아공 1939  국 1906

 네덜란드 1911  오스트레일리아 1927

 노르웨이 1912  오스트리아 1910

 뉴질랜드 1979  우크라이나 1993

 덴마크 1908  이란 2000

 독일 1907  이스라엘 1951

 러시아 1911  이집트 1930

 루마니아 1927  이탈리아 1907

 룩셈부르크 1991  인도 1927

 말레이시아 1990  인도네시아 1954

 멕시코 1980  일본 1910

 미국 1907  중국 1936

 벨기에 1909  체코 1993

 벨라루스 1993  캐나다 1908

 불가리아 1958  크로아티아 1993

 브라질 1952  태국 1955

 사우디아라비아 1998  터어키 1956

 세르비아와 몬테그로 2003  파키스탄 1959

 스웨덴 1907  포르투갈 1929

 스위스 1911  폴란드 1923

 스페인 1907  프랑스 1907

 슬로바키아 1993  핀란드 1949

 슬로베니아 1992  필리핀 1997

 싱가포르 1990  한국 1963

 아르헨티나 2000  헝가리 1949



108  제2장 국제표준화 활동

  ◦ 준회원 국가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국    명(기관약호)

가입
년도

라트비아 1993 사이프러스 1996

리투아니아 1996 아이슬란드 1998

말타 2000 에스토니아 1995

베트남 2002 콜럼비아 1997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997 튀니지 2002

북한 2002  카자흐스탄 2005

 다. IEC 이사회 위원국 현황

번호 소 속 그 룹 국    가 임기만료 연도

1

재정그룹 A

(상임위원국)

미    국 2004

2     국 〃

3 독    일 〃

4 프 랑 스 〃

5 일    본 〃

6

재정그룹 B, C

(비상임위원국)

한    국 2005

7 남 아 공 〃

8 스 페 인 〃

9 핀 란 드 〃

10 네덜란드 〃

11 스 웨 덴  2006

12 이탈리아 〃

13 캐 나 다 〃

14 호    주 〃

15 중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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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IEC 표준화관리 이사회 위원국 현황

번호 소 속 그 룹 국    가 임기만료 연도

1

재정그룹 A

(상임이사국)

미    국 2004

2     국 〃

3 독    일 〃

4 프 랑 스 〃

5 일    본 〃

6

재정그룹 B, C, D

(비상임이사국)

헝 가 리 2004

7 이탈리아 〃

8 멕 시 코 〃

9 네덜란드 〃

10 한    국 2005

11 스 웨 덴 〃

12 스 페 인 〃

13 덴 마 크 2006

14 호    주 〃

15 중    국 〃

 마. IEC 적합성평가제도

  IEC는 회원국간 통일된 규격과 절차에 의하여 인증을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IECQ, IECEE, IECEx 등 3종의 인증제도를 운 하

고 있다.

   1) IECEE는 IEC CAB(Conformity Assessment Board : 적합성평가위원

회)에 의하여 운 되는 국제공인 인증제도로서 회원국의 시험기관에서 시험된 

전기제품은 더 이상의 시험없이 국제적으로 인정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되었다.(※ 본부소재: 스위스, 회원국 : 43개국, NCB 

: 58기관, CBTL : 170개 시험소(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1987년도에 IECEE의 회원으로 가입하 고, 다자간 MRA 활동

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시험기관들이 인증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가입을 추

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활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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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 시험소 인증분야 현황 >

기관명 분  야 규격명

산업기술시험원
(KTL)

전선(2) 60227-1, 60227-5

가정용스위치(1) 61058-1

의료기기(11)
6 0 6 0 1 - 1 , 6 0 6 0 1 - 2 - 2 , 6 0 6 0 1 - 2 - 7 , 
60101-1-10,60601-2-13,60601-2-22,60101-1-24,
60601-2-25,60061-2-27, 60601-2-28,60601-2-32

저압,고압스위치(3) 60947-1, 60947-2, 60947-4-1 

부속품 및 연결기기(1) 60320

측정기기(1) 61010-1

캐패시터(4) 60252,60384-1,60384-14,61048

오디오비디오기기(1) 60065

전동공구(3) 60745-1,60745-2-1,60745-2-2

광기기(7) 60901,60920,60928,61199,61347-1,61347-2-3,613
47-2-8

전기기기(23)

60335-1,60335-2-2,60335-2-3,60335-2-4,60335-2
-6,60335-2-7,60335-2-8,60335-2-9,60335-2-10
,60335-2-11,60335-2-12,60335-2-13,60335-2-1
4,60335-2-15,60335-2-21,60335-2-23,60335-2-
24,60335-2-25,60335-2-30,60335-2-32,60335-2
-34,60335-2-40,60335-2-45,60335-2-84

정보 및 사무기기(2) 60950,60950-1

한국전기전자시
험연구원
(KETI)

전기기기

60335-2-3, 60335-2-4, 60335-2-5, 60335-2-7, 
60335-2-8, 60335-2-10, 60335-2-11, 
60335-2-14, 60335-2-15, 60335-2-21, 
60335-2-23, 60335-2-30, 60335-2-31, 
60335-2-32, 60335-2-35, 60335-2-41, 
60335-2-44, 60335-2-45, 60335-2-60, 
60335-2-61, 60335-2-80

조명기기 60968

전자파장해공동
연구소(ERI)
(신청중)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60065

전기기기 60335-1, 60335-2-3, 60335-2-80

한국전기연구원
(KERI)
(신청중)

가정용스위치 60691, 60934, 61095

저압,고압스위치 60947-1, 60947-2, 60947-4-1

보호부품
60127-1, 60127-2, 60127-3, 60898-1, 61008-1, 
6100-2-1, 61008-2-2, 61009-1, 61009-2-1, 
6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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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Member Body) :  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과)

   · 분담금 2004년 CHF 2,636 (약 2,389천원)

 -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CB인증서 발급 및 인정  

 - CB시험소

  · 산업기술시험원(11개분야 73규격),한국전기연구원(3분야 16규격),한국전기

전자시험연구원(4개분야 30규격) 총 103규격

    ※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2개분야 3규격), EMC분야 추가 신청중(산업기

술시험원:36규격,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23규격)

    ※ 기타 외국인정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기관: NEMKO Korea, 

TUV RH Korea Ltd., UL Korea, IST Co. Ltd. Korea 등

  · 시험업무 수행

   2) 국제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IECQ-CECC : IEC Quality Assessment 

System for Electronic Components CECC)

  IECQ-CECC는 회원국간에 통일된 규격과 절차에 의해 인증된 전자부품은 

회원국 상호간에 품질확인을 위한 더 이상의 시험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국제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6년에 IECQ로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1979년에 IECQ의 회원으로 가입하 다. 

  IECQ제도는 2003년 중국 광저우회의에서 유럽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CENELEC: 

European Electrotechnical Standardardization committee) 산하의 유럽전기표

준위원회(CECC: CENELEC Electronic Components Committee)와 통합하여 

명칭을 IECQ-CECC제도로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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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대표기관(NAI : National Authorized Institution) : 기술표준원(디지털

표준과)

   · 분담금 2004년 CHF 6,200 (약5,620천원)

 - 국가감독검사기관(SI : Supervising Inspectorate):  산업기술시험원

   3)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제도(IECEx, IEC Scheme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IECEx제도는 IECEE제도에서 1997년 분리된 제도로 폭발위험이 있는 환경

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적합한 안전수준 유지 및 국가간 중복인증 방지로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운 방법 및 

절차는 IECEE제도의 거의 유사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IECEE제도가 일종의 

제품시험결과에 대한 인증으로 그 제품이 특정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만을 인

증하는데 반하여, IECEx는 당해 기업이 운 하는 품질시스템이 ISO 9001과 

부합됨을 인증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하 고 그 활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표(National Member Body) :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과)

  · 분담금 2004년 8,000 CHF(약 7,252천원)

 - 방폭인증기관(ExCB) :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적합성인증서 발급 등 인증 관련업무 수행

 - 방폭시험소(ExTL) :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방폭관련 시험업무 수행   

 바. WSC (세계표준회의)

   1) WSC(세계표준회의)의 개요

 

  ㅇ WSC의 목표

  - 공동정책의 수립, 상호협력, 정보교환 등을 통해 자발적 국제표준화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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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ISO, IEC, ITU간 협력을 강화

  -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표준화의 촉진

  - 국제표준의 가시성을 증대

  - 3대 국제기구간의 기술적 분쟁사안을 최종 해결

  ㅇ WSC 회원의 자격

IEC ISO ITU

 회장  회장  ITU-T(통신표준화섹터) 국장

 부회장 (SMB담당)  정책부회장  ITU-T 부국장

 고문(전임회장 또는 회장당선자)  기술부회장  ITU-T 표준화자문그룹(TSAG) 의장

 사무총장  사무총장

  ㅇ WSC의 임무

 

  -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화의 촉진 및 표준화전략 개발

  -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와 관련된 정책개발

  - 공동기술자문위원회(JATB)의 활동을 지도

  - ISO, IEC, ITU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 

  - 필요시 특별작업반을 설치 및 운

    

   2) 제1회 WSC(세계표준협력) 회의  

  2002.4.27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회 세계표준협력(이하 WSC) 회의의 의장

은 ISO회장인 Mr. Mario Cortopassi가, 사무국은 ISO/CS가 맡았으며 주요 의

결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ㅇ  이해당사자의 시장수요에 관한 정보

  - WSC는 산업, 정계, 기타, 세 조직의 이해당사자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얻어내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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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이 혼합되고, 조직간 이슈가 융합되어 감에 따라 위 세 조직의 대

표가 마주하여 오늘의 수요에 대처하고,

  -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역량을 다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 이와 관련, WSC는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시장수요에 관

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시의 적절함

 

  ㅇ 표준화관련 연수 및 교육

  - WSC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고차원 연수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유용하다

는데 합의하고, 대학 학부차원에서 기본교육을 도입, 표준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증가시키고자 합의함.  

  - 이에 세 명의 CEO들은 그러한 연수프로그램의 발전가능성을 검토하여, 

자금조달방법 등을 포함, 차기 WSC 회의전까지 동 프로그램에 관한 안

을 제출토록 요청받음.

  ㅇ 2003년 세계표준의 날 주제

  - WSC는 2003년 세계표준의 날 주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결정하고

  - 동 주제가 UN의 후원으로 2003.12월 제네바에서 있을 정보사회정상회의

(WSIS)와도 적합하다고 강조함.

   3) 제2회 WSC(세계표준협력) 회의  

  ㅇ 의장직과 사무국은 WSC 회원기구가 담당하며, 매년 교대할 것임에 대

한 협정에 따라, IEC 회장 Dr. Sei-ichi Takayanagi는 2003.02.09일 회의

를 주재하 으며, 사무국은 IEC 중앙사무국에서 담당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

   -  분야별 사용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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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ITU-T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WSC는 건강관리 및 의료장비분야의 분야별 사용자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동의

   ․아울러, 적당한 지위에 있는 참석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위급인

사가 워크샵을 주재하는 것이 중요

  -  표준기구의 내부 커뮤니티교육 

   ․WSC는 차세대 표준화 커뮤니티관리에 목적을 둔 고급교육 프로그램의 

제안 및 3개 기구의 내부자원 사용에 찬성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으나, 재정지원을 보장할 능력에 따라 

많은 회원국들이 조건부 참여를 밝혔으며, 산업국들로부터의 관심은 기

대보다 저조하여 WSC는 동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ISO/IEC/ITU-T의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계

속 이용토록 할 방침이며, 각 기관은 다른 2개 기관에 그들 기관의 커뮤

니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에 관하여 알리는 반면, 회원교육의 필

요성을 전달할 방침

  -  표준화에 대한 e-learning 모듈 

   ․ISO/IEC/ITU-T은 e-learning분야에서 다른 2개 기관의 협력으로 ISO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고급교육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임에 동의. 본 시설은 3개 기관의 회원들 및 표준

개발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기술전문가들의 교육기관으로 개발될 것임

  -  정보화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

   ․정보화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는 UN 사무총장의 특별후원하에 

있는 UN 정상회담이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UN 기구들과 함께 ITU가 

준비작업을 이끌고 있다. 

   ․첫 WSIS 회의는 ‘02.12.10-12일 제네바에서, 두 번째 회의는 ’05년 튀니

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 정상회담에서는 정보사회, 공동미래상을 위

한 전진, 사회적 변모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룰 예

정으로 정부 고위대표자와 민간부문,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의 화합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WSC는 첫 WSIS 회의준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02.04월 제1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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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이미 인식하고, ’03.02월 회의에서 WSC는 정보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표준의 본질적인 역할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을 강조하 다.

   ․그러므로 3개 기관은 그들의 회원국들에게 WSIS에 참여하는 정부대표

자와의 논의를 촉진하도록 하여 IEC, ISO, ITU-T의 입장을 이해․지지

하도록 하 다. 3개 기관은 최근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함께 

WSIS 준비회의에 참여하고 그 결과, WSIS 원칙선언문안과 실행계획안

에 국제표준 항목이 수록되었다

 사. 2004 세계표준의 날 주제

   ․WSC는 ‘세계를 연결하는 표준’을 2004년 세계표준의 날 주제로 선정

3. 우리나라의 ISO/IEC 표준화활동 참여현황

 가. 정책위원회 활동 

   1) ISO 

  ISO에서 우리나라는 ’92∼’94(3년), ’96∼’97(2년) 등 2회에 걸쳐 이사국(총18개

국)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01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4차 ISO총회에서 2002∼

2003년 2년임기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활동하 다.  

   2) IEC

  우리나라는 ISO에 비해 IEC에서 더 활발한 정책위원회 참여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99년 교토총회에서 ’00∼‘02임기의 IEC/CB (Council Board, 이사회, 

총15개국)선출에 이어 ‘02.10 제66차 IEC 베이징총회에서  ’03∼‘05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활동중이다. IEC/SMB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표준화관리위원회, 총15개국)에는 ’97년 뉴델리 총회에서 2년 임기(’9

8∼’99)이사국으로 최초 진출한 이후 ‘00∼’02임기에 이어 ‘02년 베이징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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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출되어 ‘03∼‘05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재연임하게 되었다.  IEC/CDF(재

무위원회)에는 ’94년 니스 총회시 3년 임기 (’95∼’97임기) 위원으로 최초 진출

하 으며, 그 후 계속 연임되어 ‘04∼’06년 말 임기 위원으로 현재  활동중이다. 

또한 98.7월 이후 IEC/ACEA(Advisory Committee on Environmental Aspect, 

환경자문위원회) 위원국으로도 활동 중이다.

 나. 분담금 납부

  우리나라는 산업규모 및 국제교역의 국가경제내 비중에 따라 ISO와 IEC에

서 각각 세계 10위권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05년에 ISO에 납부

할 분담금은 CHF 432,750(약 3억 9천만원)으로  세계12위(1.5%), IEC에는 

CHF 178,600(약 1억 7천만원)으로 분담금으로 세계14위(0.9%)이다. 

< 분담금 납부현황 >

(단위: CHF)

연    도 ISO IEC
1995 288,815 172,342

1996 362,555 169,500

1997 362,555 161,000

1998 362,555 157,000

1999 413,859 149,150

2000 409,670 156,700

2001 409,670 164,500

2002 406,000 167,400

2003 407,593 161,200

2004 414,227 172,800

2005 432,750 178,600

 다. TC(기술위원회) 및 SC(분과위원회) 가입

  기술위원회 정회원 가입은 국제규격안에 대한 투표권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의 의견을 국제규격에 반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만큼, 기술위원회

에 대한 정회원(P)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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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위원회 가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ISO/IEC 총괄, (’00) 37.8% →(’04) 72.5%로 괄목할 확대를 하여 세계 7위권에 

진입하 다.  기술위원회 이외에 ISO 자문위원회인  CASCO(적합성평가위원회), 

DEVCO(개도국위원회), REMCO(표준물질위원회) 및 COPOLCO(소비자정책위

원회)와 IEC 인증제도 관리조직인 IECEE(IEC 전기기기인증제도), IECQ(IEC 

전자부품인증제도), IECEx(IEC 방폭전기기기인증제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현황 >

구 분 기술위원회 수
아국가입 P 회원

가입률P 회원 O 회원 계
TC 280 213 59 271

72.5%SC 626 449 125 572

합 계 906 662 184 843
 

<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 추세 >

 <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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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제간사 및 의장 수임 

  우리나라는 2004년 들어 ISO/TC215/SC8(비파괴검사)등 4개 위원회에서 의장 

3명, IEC/TC100/TA4(디지털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5개에서 간사를 수임하는 

성과를 이루어 ‘04년말에 총12개 국제간사와 7개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었다. 

 < ISO/IEC TC/SC 국제간사 >

TC/SC/WG 수임직책 성  명 소    속 수임년

IEC/SC47E(개별반도체소자) SC Secretariat 김 민 ㈜동일기연 1993

JTC1/SC6(시스템간통신) SC Secretariat 이 주 란 한국표준협회 2000

ISO/TC21/SC2(휴대용 소화기) SC Secretariat 권 경 옥 한국소방검정공사 2001

ISO/TC8/SC8(선박및해양기술-구조) SC Secretariat 최 병 철 한국조선공업협회 2001

ISO/TC37/SC4(언어자원관리) SC Secretariat 최 기 선 KAIST 2001

ISO/TC18/SC4(아연합금) SC Secretariat 이 정 근 기술표준원 2001

IEC/TC47(반도체 소자) TC Secretariat 정 일 섭 성균관대학교 2002

IEC/TC100/TA4
(디지털시스템인터페이스)

TA Secretariat  이 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03

ISO/TC21(방재 및 소화장비) TC Secretariat 박 용 환 호서대학교 2005

ISO/TC35/SC8(적외선 열화상 
비파괴 검사방법)

SC Secretariat 최 만 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4

ISO/TC201(원자 현미경) SC Secretariat 신 재 혁 기술표준원 2004

IEC/TC29(전자관) TC Secretariat 장 성 호 금오대학교 2004

계 1 2명

 < ISO/IEC TC/SC 의장 >

(‘04.5월 현재)

TC/SC/WG 수임직책 성  명 소    속 수임년

JTC1/SC6(시스템간통신) SC Chair 김 준년 중앙대 2000

ISO/TC8/SC8(선박및해양기술-구조) SC Chair 이 재 욱 인하대 2001

ISO/TC18/SC4(아연합금) SC Chair 백 현 고려대 2002

ISO/TC215(의료정보)    TC Chair 곽 연 식 경북대   2003

ISO/TC135/SC8(비파괴 검사) SC Chair 이 승 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4

ISO/TC201(원자 현미경) SC Chair 이 해 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4

ISO/TC71/SC7(콘크리트) SC Chair 송 하 원 연세대   2004

계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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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제규격의 제안

  우리나라의 기술을 ISO/IEC에서 국제규격으로 제안하는 활동은 가장 적극

적인 의미의 국제표준화 활동이다. '93년  국제문자코드규격인 ISO/IEC10646에 

한 음절문자 11,172자를 넣어 개정하여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  인

터넷사이트 열람이 가능하게 한 이래,  ‘00년 4종에서 ‘04년 IEC TC110에서의 

PDP 전기적 인터페이스 등 누계 51종(ISO 41종, IEC 10종)으로 그 동안의 활

동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MPEG(동 상압축기술) 관련

기술 등 총 103종을 국제규격의 일부로 반 하여, 2005년까지 4억불의 기술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바. 국제회의 참가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 하기 위해서는 기술위원회 등 

관련 표준화회의에 많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많은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문

가의 국제회의 참가동향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

년에는 WSC 의료기술 고위급 워크샵 및 제68차 IEC 총회 등 총568개 회의에 

3,690명의 전문가가 참가하 다. 

< 우리나라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추이>

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2 ‘02  '03  '04
회의수 23 28 22 38 78 75 72 79 80 96 191 289  432  568

참가인수 124 133 99 206 192 250 251 356 523 401 880 1,730  1,627  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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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국제규격의 검토 및 투표

  국제규격안에 대한 검토와 투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기관으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특히 ISO 중앙사무국이 투표에 회부하는 DIS 

및 FDIS 문서의 경우 매년 상반기에 각국의 투표율을 집계하여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관계로 투표율이 그 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도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기술위원회에 대한 정회원 가입의 확대

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ISO 투표문서 처리율은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 ‘03년 

96.3%를 보 으나, 국 99.9%, 독일 99.8%, 프랑스 98.8%, 일본 98.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 ISO 국제규격 투표(DIS/FDIS) 처리율 >  

‘96 ‘97 ‘98 ‘99 ‘00 ‘02 '03

ISO DIS/FDIS 

투표율(%)
80.5 86.1 96.3 91.9 93.0 95.3 96.3 (1,003건 처리)

 아. 국제회의 개최현황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은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의

견을 반 하기 위한 방편중 하나이다.  ’03년 12월까지 국제회의의 국내 개최 

실적은 ISO/IEC/JTC1(멀티미디어 동 상(MPEG)) 등 19회의 회의를 개최, 총 

1,698명이 참가하 다. 이는 (‘00) 4회 119명→(’01) 12회 2,029명→(‘02) 19회 1,698명→

(’03) 48회 2,036명 →(’04) 136회 2,026명 의 추세로 적극적인 기술위원회의 국

내 개최추이를 보여준다.  특히 MPEG, 소프트웨어, 데이터관리 및 교환 등 

정보기술분야의 회의를 다수 유치하여 서구국가 중심의 표준화활동을 견제하

고자 하 다. 

  특히 ‘02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66차 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IEC의 

제68차 2004년도 총회유치를 제안하고 이를 총회가 승인하여, 세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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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회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04년 10.13(수)∼10.23(토)(11일간)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그 참가규모는 55개국978명, 총103개 회의 및 부

대행사가 개최되어, 우리나라 208, 일본 129, 중국 50, 독일 50, 미국 49명 순

으로 대표단이 참가하 다.

 

 □ IEC 총회행사

  ㅇ 최고 의결조직인 총회(Council) 및 이사회, 표준화관리이사회 등 7개 정

책운  회의

  ㅇ 22개 기술위원회(TC/SC) 및 74개 작업반(WG) 표준제정 회의

  ㅇ 국가위원장 포럼 등 4개 포럼

  ㅇ IEC 총회 오픈세션(주제: 멀티미디어 장비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

한 국제표준의 역할)

 □ IEC 총회를 활용한 세미나 및 협력사업

  ㅇ 정책세미나(한국공학한림원 등) 2회 및 기술세미나 6회

  ㅇ 독일전기위원회(DKE)와 협력협정 체결 등 8개국과 협력협의

 □ 부대행사

  ㅇ IEC 회장단의 VIP 면담, 환 리셉션 등 총 오찬 및 만찬 8회 1,747명, 

산업시찰 2회 109명, 관광프로그램 11회 306명

     ※ IEC 회장단 부인 5명에 대해서는 창덕궁 특별관람 제공

 □ 주요 성과

  ㅇ IEC총회 개최의 의의

    - IEC가입 40년만에 총회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하여 세계 4위 

전기전자제품 생산국으로서 국제표준화 위상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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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표준제안활동(12위) 및 분담금 납부(14위)

    - 일반적인 총회 유치기간(3∼4년)에 비하여, 2년내에 촉박하게 진행되었

으나 비교적 많은 대표단 참가

      ·서울 총회시 55개국에서 TC/SC 당 38.8명 참가

       ※ 최근 5년('99-'03) IEC 총회에 평균 53개국, TC/SC 당 30.1명

      ·특히 우리나라 참가는 208명으로 역대 최대

  ㅇ IEC총회 개최를 국제표준화 향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

    - 총회 Open Session등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하여 향

후 국제표준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총회에 참가한 외국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자간 협력 협의를 병행하여 우호적 관계 확대

    - VIP의 IEC 회장단 면담, CEO 대상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게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

  ㅇ 홍보의 기회로 활용

    - IEC 회장단 동반자 특별관광, 경복궁 환송만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방한인사를 환대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

    -우리 기업의 디스플레이장비 협찬으로 회의장 현황 등을 안내

  ㅇ IEC 총회 준비에 관련단체 참여 및 협찬 유도

    - 경제단체, 전자산업진흥회 등 관련단체와 행사준비, 운 에 대한 조직위

원회 활동 및 부대행사 협찬

  ㅇ IEC 총회 운 에 정보화 도구 도입

    - 우리 측 제안으로 IEC 중앙사무국과 공동으로 참가자등록(RegySys) 및 

총회 문서관리(InfoSys) 온라인 운 시스템을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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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표준화기구 활동

1.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활동

 가. PASC 개요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의 블록화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표준분야

에서의 지역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유럽국가들의 

EU 단일경제체제 구축과 관련한 지역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예로 들 수 있

다. 이러한 지역표준화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태평양연안 국가들은 ISO 및 

IEC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역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태평양

지역국가의 표준화기구 대표들은 1972년 5월 미국 호놀루루에서 모임을 갖고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표준화기구를 창설하기로 결의하 다. 동 회의에서 이 

기구의 정식 명칭을 “태평양지역 표준회의”라 결정하고 1차 회의를 미국 호놀

루루에서 ‘73년 2월 개최하기로 결정하 다.

  1) 연 혁 

  1971년 프랑스의 Divonne와 스위스의 Geneva에서 ISO이사회 및 이사회 산

하 각 위원회 회의 개최시 태평양지역 국가들간에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국

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당시에는 ISO 관련사항들이었음)을 논의할 

기구의 설립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의 가장 긴급한 문제점은 ISO 이사회 

활동이 다소 배타적으로 운 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사회 회원국일지

라도 이사회산하의 이사위원회(Council Committe)회의에 임의로 참석할 수가 

없었다. 또한 ISO의 활동은 주로 유럽지역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표준원(ANSI), 캐나

다표준협회(CSA), 호주표준협회(SAA) 및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CS) 대표들이 

1971년 스위스 제네바의 ISO총회 기간중 회동하여 지역표준기구의 결성 가능

성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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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5월, 미국의 하와이 소재 호놀루루에서 미국(ANSI), 일본(JSA), 태

나다(CSA), 호주(SAA) 및 UL(UL은 국가대표기관은 아니나, ISO 인증제도위

원회(CERTICO) 및 그 관련 활동들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하여 참여)의 대

표들이 새로운 단체설립을 위한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예비성명을 채택하 으며, 단체의 명칭을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 PASC)로 할 것을 결의하 다.

  1973년 2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호주․일본 등 8개국 대표가 미국의 

하와이 호놀루루에 모여 제1차 총회를 개최한 이후 제24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ISO 및 IEC와의 협력업무, 회원국간의 협조 및 상호관심

사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역내의 국제표준화 증진에 기

여하고  있다.

  2) 설립목적

  태평양지역 국가간 공동관심사인 공업발전을 위한 이해조정 및 표준화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결속을 위해 창설된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회원국 상호간에 표준화관련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무역 및 통상

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절히 조정함

  - 지역적으로 편리한 곳에서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ISO나 IEC등의 국제표준

화 기구들에 전달할 건의문을 토론․작성함 

  - PASC 회원국의 건의문을 전달함으로써 국제표준화기구들에 대한 자문, 

협력을 제공함 

  - 향후 국제표준화에 필요한 사항과 표준화구조상 개선할 점을 토론함 

  3) 회원국 

2003년 현재 PASC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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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솔로몬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홍콩, 파푸아뉴기

니아, 소련,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몽고 등 22개국

 나. 우리나라의 참여

  우리나라는 PASC창립총회부터 회웜으로 가입하 으며, 또한 PASC Standing 

Committee(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1986년 6월에 서울에서 제11차 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2001년 4월에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4차 총회를 개최하여 PASC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PASC 상임위원회

의 간사(secretary)로 활동을 하여 PASC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확고

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PASC 참여활동의 주요목적은 첫째로, 산업표준화 관련 상호 정

보교환 및 협조로 우리나라의 표준화발전을 도모하고, 둘째로, 우리나라의 발

전상황 및 국산제품의 우수성 홍보로 수출증대를 도모하며, 셋째로, 국제무대

에서 우리나라의 지위향상을 위한 지역적 지지기반 강화하는데 있다.

 다. 향후 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련한 협력증진을 주목적으

로하여 설립된 PASC는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블록화 되어가는 추세

에 있어 여타 지역과 대응하게 이시아․태평양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

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1세기에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지역이라는 전망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고 역내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유럽지역 중심으로 운 되어 왔지만 21세기

에는 PASC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국제표준화 활동

의 중심지역으로 부상되리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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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4차 총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아태지

역의 목소리를 반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선정하자”는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하여 ISO총회와 병행한 임시 회

의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협력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는 바, PASC가 국

제표준화 활동에서 아태지역의 의견을 반 하는 실질적 창구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제4절 양자간 표준협력활동

1. 개요
  국제표준화 활동은 대부분 다자간 협력체제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

한 활동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양자간 협력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우리 원이 대표로 참가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의사결정방

식이 1국1표제임을 고려할 때, 외국 표준화기관과의 협력기반을 최대한 확대

하는 것이 우리 의견의 효과적 반 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선진국과의 표준협력을 통해서는 최신 표준화기법 등 기술 이전을 도

모할 수 있으며, 개도국과의 표준협력을 통해서는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기반

을 정비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제공헌 성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효과

가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표준화기관이 기술규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 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2. 양자간 MOU 체결 현황 및 주요성과
 가. 협력약정(MOU) 체결 현황

  ㅇ‘05.5월 현재, 17개국 21개 기관간 표준화, 적합성평가 및 법정계량분야 등

에 대한 MOU를 체결



128  제2장 국제표준화 활동

 나. 주요 내용

  ㅇ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상호 협력

  ㅇ표준 및 적합성평가분야 기술정보의 교환

  ㅇ표준회의 개최, 공동교육프로그램 운 , 전문가교류 등

    ※ 기타 단체 등과의 MOU에서는 분야별 세부협력 사항 등을 포함

 다. 그간의 주요 성과

  ㅇ주재관 파견

    - '94년부터 5개 기관에 총 9명을 파견

파견기관 파견관 기간 주요 성과

GOST-R
(러시아 

표준계량인증위원회)

서기관 김종
서기관 김재덕
서기관 이연재

‘94~’97
‘97~‘00
‘00~’03

 ㅇ표준화분야 공동연구과제 수행 협력·지원

 ㅇ표준화 동향 및 시험․인증 등 무역상기

술장벽 정보 입수, 분석 및 국내 전파

 ㅇ우리나라 표준전문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

 ㅇ정례표준회의 개최 지원 및 역내 국제

표준화 회의 참가

SA
(호주 표준협회) 서기관 정상근 ‘94~’97

SASO
(사우디 표준청)

서기관 조시용
서기관 김현일
서기관 강찬기

‘95~’96
‘96~‘97
‘97~’98

NIST
(미국 표준기술원) 연구관 최금호 ‘01~’04

DIN
(독일 표준협회) 연구관 이정근 ‘02~’04

 

  ㅇ표준화 관련 교육연수 파견

연수기관 연수기간 인원 주요 연수내용

NIST
 ‘02.7.8∼7.19
 '03.6.2∼6. 7
 ‘04.7.19∼7.21

13명
16명
9명

 - 표준화 일반분야
 - 공산품 안전분야
 - 법정계량 및 측정표준분야

DIN

 ‘01.12.3∼12.7
 '02.10.14∼12.18
 ‘03.12.8∼12.12
 '04.8.16∼8.20

10명
10명
6명
7명

 - 국제표준화 및 전자 문서처리
 - 표준화의 효과
 - 소비자보호와 표준화
 -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

BSI  ‘04.12.9∼12.15 10명  - 국의 IT 서비스 경  표준

계 81명  8개 분야

  ㅇ무역기술장벽 해소 노력

    - 한-멕시코, 양국의 공산품 강제검사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1차 설명회: 인증기관 및 기업관계자 등 85명(‘03.12.6,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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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설명회: 인증기관, 단체 및 관계자 등 120명(‘04.10.26, 서울)

    - 중국 강제인증제도(CCC마크) 설명회 개최

     ․‘02∼’03년간 총 24회 설명회 개최(중국 현지 2회 포함)

  ㅇ양자간 정례회의

    -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등과는 양국 교차 또는 

ISO/IEC 총회 계기 정례회의를 개최

     ․일본(23회), 중국(8회), 러시아(7회), 미국(4회), 독일(5회), 프랑스(3회), 

멕시코(2회) 등

     ․ISO 총회시 정기오찬 회동 : 국, 몽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3. 향후 추진방향
 가. 국가간 신규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

술의 국제규격반  등 필요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 필요

    - 우리 기술의 국제규격 제안 및 반  : 45종(’05년)

    - TC/SC 국제간사/의장 수임 : 5명(‘05년)

    - ISO/IEC 이사회, 기술관리이사회(TMB) 등 정책조직 진출

  ㅇIT, 서비스, 환경, 안전 등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등장함에 따라 양자간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애로 해결

    - 연간 700여건의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04, 695건)

 나. 정례표준회의 개최 관련

  ㅇ그간의 협력성과에 대한 평가 및 협력관계 내실화 방안 강구

  ㅇ일본, 미국 등 주요국과는 정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

    - IT 등 신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제·개정 정보 공유 및 새로운 표준기술

에 대한 공동연구 협의 등 양자간 회의 개최 필요

  ㅇ여타 국가와는 ISO/IEC총회, PASC 등 다자간 회의 계기 양자간 정례회

의를 개최

    - 국가별 최소 2년에 1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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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자간 MOU 체결 총괄
번호 국  가 기  관 일 자 제     목 서명자 

1 일본 공업기술원
(AIST)

’79 정례표준회의 개최 합의 표준국장-AIST부장

’94.6.13 산업기술협력회담 회의록 박삼규 청장
AIST원장

2 러시아 표준화계량인증위원회
(GOST-R) ’92.11.25 표준화·계량·인증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신국환청장
GOST-R의장

3 터어키 표준원(TSE) ’93.6.30 표준화분야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채재억 청장
TSE원장

4 중 국 중국국가질량감독검
역총국(AQSIQ) ’03.7.7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분

야 협력에 관한 약정
 윤진식   장관
  이장강 총국장

5 호 주 표준협회(SA) ’95.3.31 표준화 및 인증분야 기술협력협정
박삼규 청장
SA의장

6 사우디 표준청(SASO) ’95.4.3 기술협력프로그램 박삼규 청장
SASO청장

7  국 표준원(BSI) ’20.9.15 표준분야 기술협력 협정 윤교원 원장
BSI원장

8
이스

라엘
표준원(SII) ’97.4.3 표준분야 기술협력협정

이승배 원장
SII원장

9
우크라

이나
표준화계량인증
위원회(DSTU) ’97.6.2 표준화·계량·인증분야 기술

협력협정
이승배 원장
DSTU위원장

10 폴란드 시험인증센터
(PCBC) ’98.9.15 양해각서 이승배 원장

PCBC소장

11 프랑스
표준협회(AFNOR) ’00.3.7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주덕  원장
AFNOR회장

전기기술연합회
(UTE) '04.12.6 전기전자분야 협력협정 윤교원 원장

UTE회장

12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 ’00.5.9

표준화, 적합성평가 및 법
정계량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김 호 장관
미상무성장관

표준협회
(ANSI) ’00.9.28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협력에 관한 협력협정

주덕  원장
ANSI회장

국립표준기술원
(NIST) '04.7.17 나노기술분야 공동연구 협력 협정

윤교원 원장 
NIST원장

13 독일

표준협회
(DIN) ’00.9.29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주덕  원장
DIN회장

함브르크연방대학 ‘04..3.19 표준화협력 양해각서 윤교원 원장
연방대학총장

전기기술위원회
(DKE) '04.10.20 전기전자분야 협력협정 윤교원 원장

DKE 회장

14
싱가

포르
SPRING ’00.11.27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함명철 싱가포르대사
싱가포르 통상산업차관

15 멕시코 경제부 표준국DGN ’02.7.23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임래규 산자부 차관
멕시코 경제부 차관

16 몽고 국립표준계량센터
MNCSM ’02.9.26 표준화·적합성평가·법정계

량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
김동철 원장
MNCSM 위원장

17 수단 표준및계량기구
(SSMO) ’04.4.29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법정

계량분야 협력
윤교원 원장
SSMO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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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무역상 기술장벽 대응활동

1. 개요
 가. 의의 및 배경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체제의 발족이후 세계 각국

은 교역확대를 위해 제1차 제네바라운드에서 제6차 Kennedy Round까지는 주

로 관세인하협상을 전개하 다. 그러나 관세인하가 지속됨에 따라 비관세장벽 

(NTB: Non Tariff Barriers)의 제거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제7차 

Tokyo Round에서는 비관세장벽들에 대한 무역상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 반덤핑협정, 관세평가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정

부조달협정, 수입허가협정, 민간항공기협정, 낙농제품협정, 우육협정 등 9개 협

정이 체결되기에 이르 다.  

  그 중에서 TBT 협정은 Uruguay Round 협상에서 협정내용 개선, 조문의 

명료화, 적용범위의 확대 등 주요쟁점이 타결됨으로써 GATT/TBT 보다 다소 

강화된 내용으로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하게 되었다.

  무역상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

정(Technical Regulation),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기술규정 및 인

증절차 등을 자국의 실정에 따라 나름대로 까다롭게 운 할 경우, 상품을 수

출하는 국가는 수출대상국의 표준․기술규정 요건에 맞도록 새로운 생산설비

를 구비하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되므로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상기술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WTO/TBT 협정은 회원국들이 국제표준과 인증제도가 생산의 효율성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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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국제무역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

되 이들 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정 체약국이 표준, 기술규정 및 인증제도를 준비, 제정,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그 내용이 실질

적으로 같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국의 무역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해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간행물에 공표하고 WTO 사무국을 

통하여 타 체약국에 통보해야 하며, 체약국들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에 합리적인 시차를 둠으로써 수출국, 특히 개도국의 수출업자가 생산방

법 또는 제품을 수입국의 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TBT규정은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평가제도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체약국들은 가능한 한 타 체약국 토내에 있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시

험결과나 인증서 또는 타 체약국 생산자가 발행한 자기 인증서를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TBT규정은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방지, 안전, 인간․동식물의 생명

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각 회원국은 수출상대국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강제기술규정을 채택․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독자적인 적합성평가제도를 운 하고 있다. 그러

나 TBT 규정은 이러한 예외분야에 대해서도 적합성평가제도가 무역에 장벽

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간에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협정 체약국은 자국의 무역에 향을 미치는 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인

증관련 제도가 자국의 무역에 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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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국가에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협정 체약국은 이러한 

질의에 적합하게 응답하고,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제도의 제․개정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협정의 규정에 따라 1개 이상의 질의처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정보요구의 권리는 질의처 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입․수출 및 판매 등

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있다.

  WTO 협정을 비준한 당사국이 표준, 기술규정, 인증제도를 까다롭게 설정하

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자국인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하는 등 TBT협정을 위반할 경우, 그 피해를 입은 국가, 즉 무역

적 이익에 손상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는 상대국가에 의견을 제시하

거나 또는 양자협상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상대국이 정보제공 요

청 또는 협상요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목적

  WTO/TBT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TBT 질의처를 효과적으로 운 하여 우

리나라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제정 및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국의 TBT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국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관련 외국의 질의에 적합하게 답변을 제

공하고, 우리나라의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의 제․개정 현황을 WTO/TBT

위원회에 통보하며, 외국의 통보문을 입수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전파하고 

있다. 특히 타국의 통보내용이 우리나라 무역에 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

상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관련업계에 미리 대비토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관련 통보 내용

이 타국의 교역에 부당하게 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TBT위원회에서 정

식의제로 제기하여 무역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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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WTO/TBT 협정 대응 현황
 가. 공식질의처(Enquiry Point) 운영

  우리 나라는 TBT 협정에 따라 분야별로 4개의 질의처를 운 중에 있다. 공

산품분야는 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농산품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식품 및 화장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질의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전 분야를 총괄 담당하는 공식질의처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국내기술규정안의 WTO 통보

  WTO의 회원국으로서 TBT협정에 의거한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 바로 우

리나라에서 운용하는 강제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신규 제정 및 변경사

항을 TBT사무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통보절차는 강제기준을 운 하는 부처에

서 통보문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 WTO팀으로 통보문 발송 요청을 하는 한편 

각 체약국의 공식질의처에 참고사항으로 통보를 하게 된다. 이 후 외교통상부 

WTO팀에서는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TBT사무국에 동 사항을 통보한다.

  기술표준원은 공산품분야와 관련한 국내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의 변경

사항에 대한 통보문을 작성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TBT사무국에 통보되는 

모든 통보문을 정리하여 다른 나라의 통보문과 함께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총 16개의 통보문을 송부하 으며, 

그중에서 공산품 분야는 온수기미터 등 6개가 포함되어있다.

   2) 외국의 TBT 통보문 접수 및 보급

  WTO/TBT사무국에는 각 회원국이 통보한 600∼1,000건 정도의 통보문이 

매년 접수되는 바, 이러한 통보문 속에는 각국이 제정 또는 개정한 강제기술

규제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통보문을 수집하여 국내 이해관

계자에게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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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술표준원은 상기 통보문을 일괄 접수하여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후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국가

별, 지역별, 기간별, 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2004년 12

월 현재 1995년 이후 각국에서 송부한 6,200건 이상의 통보문 내용이 수집되

어 있다. 통보문 내용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품질경 」지에 

소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우리 원 기술표준지에 매월 통보되는 각국의 

신규규제에 대해서 요약 게재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정보 검색을 위해 

상시 홈페이지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3) 외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외국으로부터의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업무는 공식질의처로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 임무로서 우리나라가 TBT사무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외국의 

이해관계자가 질의를 해오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해올 경우에 이에 적절히 답

변 또는 자료를 송부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기술표준원은 

2002년에 140건, 2003년에는 156건, 2004년에는 90건의 외국 질의에 대해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등 대응하 다. 2004년도에 외국의 질의가 급격히 감소한 것

은 국내 기술기준에 국제기준을 적극 도입하여 국내기술기준에 대한 투명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2-5-1>             공식질의처 업무 처리 현황 

WTO/TBT 공식질의처 업무

연도별 실적(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TBT 통보문 접수 및 보급 796 648 731 613 432 618 896 695

 국내기술기준 WTO 통보 11 8 19 27 25 19 19 16

 국내기술기준에 외국의 질의답변 76 37 74 113 158 140 15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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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정관행규약 이행

  공정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은 TBT 협정문에 포함된 부속서의 하나(Annex 3)

로 동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가표준화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1998년 2월 정식으로 동 규약에 가입한 이래로 산업표준화법

의 개정을 통해 KS규격 제·개정시 60일간의 코멘트 기간 부여를 강제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KS규격의 세계수준화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국제규격과

의 부합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정관행규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

고 있다. 또한 관보에만 게재해오던 KS입안 예고를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하

는 품질경 지에 국문 및 문으로 예고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이외에 대한전기협회가 단체표준화기구 자격으로 2001년에 공정

관행규약에 가입하 다. 

 다. TBT관련 정보 보급 및  대응

   1) 각국의 무역상기술장벽 관련 정보수집 및 보급

  WTO/TBT 대응 활동의 목적은 수출상대국의 무역상기술장벽을 극복함으

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각국의 무역상기술장

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이에 적

합하게 대응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상 기술장

벽 현황을 책자로 발간하 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 을 통해 각국의 기술장

벽정보를 기업에 제공코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소개한 TBT통보문 데이

터베이스의 인터넷 공개도 이의 일환이며, 동 사이트에는 TBT통보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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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각 국의 인증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2) WTO/TBT위원회 참가

  매년 3회 개최되는 WTO/TBT위원회의 참가도 매우 중요한 무역상기술장

벽 대응활동의 하나이다. 수출 대상국의 불필요한 기술장벽에 대하여 공식석

상에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TBT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개정하는 기술규정에 대해 상대국들을 이

해시키고 필요한 경우, 개선할 사항들을 파악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04년에는 1차(3.22∼3.24), 2차(6.27∼7.01), 3차(11.02∼11.04)회의에 참석

하여 체약국들이 제기한 우리나라 TBT관련 문제에 대응하고 상대국들의 새

로운 TBT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 입장을 표명하 다.

  예를 들면, EU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

예정인 자동차의 평균연비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 측은 관련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대형차 위주인 수입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의 적용 및 

수입차 고려조항을 삽입할 것임을 전달하 다. 

  우리 측이 제기한 분야로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gul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유럽의회에서 

의견을 조율중이며 2005년 말 또는 2006년 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REACH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멕시코, 중국 등 10여개 

국가는 동 제도가 지나치게 무역규제적인 제도로 등록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증가, 상업적 업비  누출 가능성, 과다한 등록대상 물질의 범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규제내용의 포괄적인 제고 및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EC측은 추후 다자 및 양자협의를 통해 계획적인 수정안 및 실행

방안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 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시험설비 부

족 등으로 우려하 던 GLP(우수실험실관행) 자료의 요구는 적절한 경우, 비

-GLP자료 및 QSAR(Qual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자료도 인

정하도록 설득하 다. REACH관련 세부정보는 EC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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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uropa.eu.int/comm/enterprise/chemicals/index_en.htm)

  이외에도 중국의 식품 및 화장품 규제,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제 등에 대해

서도 문제를 제기하여 양자적 해결방안을 추진중이며, 해양수산부 등 다른 부

처에서도 TBT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당 분야 TBT 관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하 다. 

   3) 각국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국내 대응체제 강화

  ‘95년 WTO출범 이후 각 국이 신규 도입한 기술규제는 총 6,209건이고 2004

년 한 해동안만도 695건의 신규규제를 TBT 사무국에 통보한 실정이다. 공산

품분야 WTO/TBT 공식질의처인 기술표준원은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

하기 위해 2002년부터「TBT 조사연구팀」을 발족하여 주요국의 신규규제에 

대해 분석 및 대응하고 있다. 동 조사연구팀의 활동은 외국의 신규규제를 단

순히 전파하는 수동적 대응에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집단적 대처방안

을 도출하는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함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상 기술장벽 대

응 역량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TBT 조사연구팀은 WTO/TBT 통보문을 중심으로 총 97건(미국 8건, 중국 

30건, EU 33건, 일본 26건 등)의 신규 기술장벽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는 

2004년도 WTO/TBT위원회 회의 및 통상협상시 의견개진에 활용되었다. 

  또한, 각국의 신규기술규제에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41명으로 구성된 생물․화학․환경, 전기․전자, 수송․기계, 건자재, 농산

품, 식의약 등 6개 실무위원회에서 환경을 별도로 분리하고, 서비스, 안전, IT

분야 등을 추가하여 총 10개(100명) 실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 다. 

   4)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양자간 대응 사례

  기술표준원은 미국정부의 TV수상기에 대한 X-ray규제의 문제점을 ‘02년도 

한미상무장관회의(2003년 5월 13일, 워싱턴)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동 

X-ray 규제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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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소속 7개 센터

중 하나인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3년에 미국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협

의한데 이어, 2004년에는 X-ray 방출 시험장비의 선택적 사용에 대한 세부 입

장 및 제품의 고압기준의 조정 등을 요청하 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향

후에도 관련 업계와의 긴 한 협조하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1) 상호인정협정의 개요

  여기에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자국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의 여

부에 대한 상대국의 판정결과(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자국 평가결과와 등등하

게 인정하는 정부간 협정을 말한다. 

  MRA는 상대국에 의한 중복 시험이나 검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수출기

업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통신장비 MRA의 경우 신제품 생

산비 5% 인하, 시장진출 6개월 단축, 홍보비용 30% 절감효과가 있음: 2002년 

APEC 보고서)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

게 제품가격인하로 전달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MRA를 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부간 MRA체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공적인 MR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역량, 이해당사자들(규제

자, 기업, 인증기관 등)의 협조, 당사국간의 규제시스템의 양립성, 협상에 소요

되는 인력 및 행정적 비용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MRA를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추진하면서 그 틀

내에서 MRA에 대한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11월에 싱가포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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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자유무역협정(FTA) 틀내에서 통신장비와 전기용품안전분야에서 MRA 

체결을 실질적으로 타결하 다. 한-일 FTA 협상내에서도 상호인정 협상분과

를 설치하여 MRA를 협상중이며 스위스와도 MR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 한․싱 FTA 내 MRA 추진

  한․싱 양국은 2003년 10월 23일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시 2004년 초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여 1년 이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할 것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한․싱간 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04년 1월 27일부터 29

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1년 이내 협상종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하 으며 협상분과로서 ①상품무역, 

② SPS/TBT, MRA 분과 ③서비스 무역, ④ 투자, ⑤ 정부조달, ⑥경쟁, ⑦ 지

적재산권, ⑧협력 ⑨분쟁해결 분과 등 9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협의

를 통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 협정문안,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 다. 

그 결과 2004년 11월에 통신장비분야와 전기용품안전분야에서 MRA 체결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부속서를 협의중이다. 

   3) 한․일 FTA 내 MRA 추진

  2003년 10월 20일 방콕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양국간 FTA를 ’05년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하여 2003년중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3년 12월 22일 한․일 FTA 제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1

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체제 및 향후 협상일정 등 기본적인 골격에 합의하

다. 협상분과는 ①일반규정 및 분쟁해결, ②상품교역, ③비관세조치(NTM, 

TBT, SPS), ④ 서비스교역 및 투자, ⑤ 기타 무역관련 이슈 ⑥협력의 6개 분

과가 설치되었으나 MRA에 대해서는 협상분과가 설치되지 못하고 추후 논의

키로 하 다. 그러나 2004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FTA 제2차 협상에서 양국은 MRA 협상분과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한․일 FTA에서 모두 7개의 협상분과가 설치되었다. 11월1일부터 3일까지 개

최된 제6차 협상까지 양국간 MRA에 대한 논의가 FTA내 MRA 협상분과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MRA를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

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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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은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회를 제네바(2004.8.11-13)와 서울(2004.10.13-15)에서 2차에 걸쳐 개최하고 

2005년 말을 목표로 2005년 초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 다. 스위스를 제

외한 노르웨이 등 EFTA 3국은 1994년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유럽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협정을 체결한 관계로 독자적

으로 제3국과 MRA를 위한 협상이 불가하여 MRA는 스위스와만 양자적으로 

추진키로 하 다.

  멕시코와는 2004년 5월 통상장관 회담시, FTA추진을 고려하기 위한 공동연

구 실시에 합의하고 10월 25일에서 27일간에 서울에서 1차회의, 12월2일에서 

3일간에 멕시코에서 2차회의를 개최하 다. 2005년도 8월에 개최예정인 제6차 

회의에서 최종보고서의 채택을 목표로 진행중인 공동연구회는 2차회의에서 한

-멕시코간 MRA 추진 가능성도 고려하기로 하 다.

3. 향후계획
  관세장벽 및 수량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 철폐 및 완화를 위한 다자무역 

체제에서의 노력 및 진전의 결과, 상대적으로 TBT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TBT 실무위원회 운 을 더욱 활성화하여 외국 기술규제

가 우리 기업에 미칠 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방

안을 작성하는 등 TBT 질의처 운 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으

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TBT통보문의 내용이나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향, 대응방안 등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와 소

식지 발간을 통해 관련 기관 및 업체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미

나의 장은 수출기업이나 인증기관이 실제로 마주치는 외국의 TBT 사례를 파

악하는 자리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여 TBT위원

회에 문제제기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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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A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타국과 FTA룰 추진할 때, 국내 이해당

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악된 MRA 체결 필요성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TBT 질의처의 효과적인 운 과 적절한 MRA 체결은 향후 각국의 무역상 

기술장벽이 우리 기업에 최소한의 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여 국제 무역에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TBT관련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기

여하게 될 것이다.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요약>

◦ 2001.2월 EU집행위에서 REACH제도 도입을 위한 백서발간 및 2004년도 입안예고할 

것을 고시. 이에 대해 관련국들의 의견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2004.1월 WTO에 통보

 

ㅇ 주요 내용

   - 신물질 및 기존물질의 통합관리

    *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의무

    * 위험물질 및 100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관리

   - 위험물질에 대한 우선 관리체제(향후 5년간 우선 실시)

   - 제조/수입업체의 관리 의무 강화(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 제반 비용 부담)

   - 화학물질 유통과정상의 정보제공강화

    * 최초 생산/수입 단계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취급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 최초 용도에서 변경된 목적으로 사용시 취급업자의 시험 및 위험평가 의무

    * 제품상의 labelling 또는 설명서(safety data sheet) 유지 

   - 특정물질(위험물질)의 사전 사용 승인제도

   - 미확인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수입규제

   - 위험 화학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유도

   - EU 이외지역의 시험결과 인정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의 화학물질 시험결과 인정)

   - 개도국의 화학물질 관리체제 지원

   - 유기오염물질(POPs)사용 규제(UNEP지정 12개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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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IECQ(IEC 전자부품 품질인증) 활동

  IECQ제도의 정식명칭은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 제도이며, IECQ제도(IEC 

Quality Assessment System for Electronic Components)라고도 부른다. 

1. 설립 경위
  유럽전기표준위원회(CENELEC：European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ommittee)에서는 유럽국가에서 생산한 전자부품의 국제 통상 촉진을 위하여 

유럽내의 전자부품 품질 인증제도인 CECC제도를 1970년에 발족시켰다. 

  그러나 이 CECC제도는 유럽 지역내에만 국한시켜 운 하는 제도 기 때문

에 미국, 일본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전자부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

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국,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IECQ 제도 설립제안을 

1971년 IEC 총회에 제출 하 고 IEC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PMC (임시인증관

리위원회：Provisional Management Committee)을 창설하여 IECQ 제도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 으며, 이 결과 1976년에 IECQ 제도 설립이 확정

되었고, PMC를 CMC(인증관리위원회 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로 개칭하 고, 1977년에는 품질인증 절차가 각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응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IICC(임시검사기구조정위원회 : Interim 

Inspectorate Co-ordination Committee)를 발족시켰으며, 1980년부터 이 임시

검사 기구조정위원회의 주관으로 각 회원국에 대한 확인방문심사를 한 결과 

11개국이 심사에 합격됨으로서 이 국가들을 정회원국으로 구성한 정식ICC 

(검사기구조정위원회)가 1981년에 발족되어 1982년 1월부터 IECQ제도에 의한 

인증업무가 개시되었고, 1991년부터는 IECQ 제도의 각종 데이터가 국의 

CODUS사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

하게 되었다.

  IECQ 제도는 2003년부터 유럽내 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인 CECC와 통합되

어 세계에서 유일한 전자부품 품질인증 시스템으로서 운 되게 되었다. 

  회원국간에 통일된 규격과 절차에 의하여 인증된 전자부품은 회원국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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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품질확인을 위한 더 이상의 시험 검사를 하지 않고 국제무역을 촉진시키자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3자에 의한 품질보증제도로서 2005. 1. 현재 15개국

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증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러시아, 스위스, 

국, 미국)이다.

2. 운영개요
  최근 ISO9000시리즈는 품질보증모델 규격에 기초하여 제3자 기관에 의한 

품질 시스템 심사등록제도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1989년에 만들어진 EC지침으

로서 유럽 각 국에 수출할 때 제3자 기관에 의한 ISO9000 등록이 의무화되었

으며, 구매자 쪽의 요구에 따라 그 규격의 범용성, 간소화 등에 의해 조직의 

품질 시스템 작성에 기여한 것이 인식되어 보급이 늘어났다. 

  그러나, 구매자들로부터 ISO9000의 도입이 반드시 제품의 품질․신뢰성이 

좋아져 있지 않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으며, 한편 제3자 심사등록기관으로부터 

ISO9000 등록을 취득한 공급자들은 구매자에 의한 제2자 감독이 전혀 줄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이는 ISO9000시리즈 규격은 공통적인 품질 시스템만의 규격이며 제품에 대

한 품질보증 요구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한가지 요인으로 

판단되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산업계 고유의 품질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제기되어 ISO9000 시리즈 규격에 산업계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추가한 

품질 시스템 규격으로 자동차 업계 규격 QS-9000, 통신업계 규격 TL9000, 항

공우주업계의 규격 AS9000(최신판은 AS9100)이 제정되어 운 되고 있다.

  제2자 감사가 줄지 않는 이유도 구매자가 구매품인 제품의 품질․신뢰성을 

확인할 필요성 때문이며 ISO9000시리즈에 의한 품질관리만으로는 구매자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IECQ(IEC Quality Assessment System for Electronic Components 

: IEC 전자부품 품질 인증제도)는 IEC산하의 세계적인 전자부품 인증제도로서 

이 제도는 품질시스템 인증뿐만이 아니라 전자부품 그 자체의 품질․신뢰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ISO9000시리즈 규격에 기초하는 시스템 인증만으로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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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신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고객의 불만에 응답하는 것이다.

3. 조  직
 가 국제조직

   1) CAB(Conformity Assessment Bord : 적합성평가위원회)

  IEC 제도에서 운 되고 있는 IECQ-CECC, IECEE, IECEx 3개 제도의 적합

성평가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

   2) CMC(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 인증관리위원회)

  IECQ-CECC 제도의 운  전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

   3) ICC(Inspectorate Co-ordination Committee : 검사조절위원회)

  품질인증절차가 각 회원국에서 획일적이고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 

감독 업무 수행

 나. 국내조직

   1) 전 회원국(정회원국 및 준회원국)

    가) 국가대표기관 (NAI：National Authorized Institution)

  회원국내에서 IECQ 제도 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가를 대표하

며, IEC NC기관이 담당하거나 NC가 지정한 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나) 국가표준기관 (NSO：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ECQ제도와 관련된 국가규격 및 기타 문서의 작성과 발행을 담당

   2) 정회원국(품질인증국)

  회원국중 자국내에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국내조직을 추가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ICC로부터 감독검사기관(SI)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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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독검사기관 (SI : Supervision Inspectorate)

  IECQ제도운 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와 조사 등 품질인증에 관한 전반적

인 업무수행과 인증마크 및 설명서 사용 등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행하는 기관

    나) 교정기관 (CS：Calibration Service)：측정기기의 교정 지원기관

4. 제도의 체계
  이 제도의 체계는 그림 1과 같으며, 조직의 인정에는 제조업자, 전문계약업

자, 판매업자, 독립시험소, 항공전자제조업자가 있으며, 조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제조업자 : 전자부품제조의 모든 책임을 가지는 제조업자

    ②전문계약업자 : 전자부품 중 일부 공정을 분담하는 계약업자

    ③판매업자 : IECQ인증 전자부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판매업자.

    ④독립시험소 : 전자부품의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

    ⑤항공전자제조업자 : 항공기용 전자기기(AVIONICS)제조업자로 전자부

품을 다루는 부문(2002년 부터 추가됨)

[그림2-6-1] IECQ제도의 체계

Avionics 제조업자
Avionics

  Manufacturer

ISO 9001 ＋  
IEC/PAS62239

조직의 인정

(기준 : ISO 9001, ISO/IEC 17025)

개별부품품질
인증(QA)(Qua
lification 
Approval)

능력인증(CA)
(Capabil ity  
Approval)

기술인증(TA)
(Technology  
  Approval)

공정인증(PA)
(Process
 Approval)

조직의 인정

제품품질인

증

제조업자
Manufacturer

판매업자
Distributor

독립시험소
Independent 
Testing

전문계약업자
Specialist 
Contractor

ISO 9001 ISO 9001 ISO/IEC17025 ISO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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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에서 심사등록은 감독검사기관(SI : Supervising Inspectorat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정의 기준이 되는 규격은 IECQ에서는 품질시스템 인증에 

국한되지 않고 제품인증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을 정한 ISO/IEC 가이드 65와 IECQ규칙이며, SI간의 상호실사결과를 기초로 

최종적으로는 CMC(인증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된다. 각 SI가 인정한 조직 및 

품질인증된 제품목록은 IECQ 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

되어 있다. (http://www.iecq.org : on-line Certificate Database )

  참고로 IECQ제도를 ISO9000 심사제도와 비교내용은 표 1과 같다.

<표2-6-1>  IECQ제도와 ISO9000 심사제도의 비교(제조업자 인정에 관하여)
항목 IECQ제도 ISO9000심사제도

목적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전자부품의 품질․신뢰성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대상 역
전자부품, 전자디바이스와 관련된 프로

세스
전체 산업 역

심사기관

IECQ인증관리위원회에 인증된 ISO/IEC 

65(제품인증기관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기관. 감독검사기관(SI)이라 부른다. (산

업기술시험원 : KTL)

각 국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된 

ISO/IEC 62(품질시스템심사등록기

관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기관

기준이 

되는 

규격

품질시스템 : ISO9001+IECQ의 부가요구

사항

제품품질 : 원칙적으로 IEC규격

품질시스템 : ISO 9001

심사내용
품질시스템의 규격적합성

+전자부품의 IEC규격적합성
품질시스템의 규격적합성

등록

IECQ본부에 등록

(등록기업 및 등록부품은 IECQ홈페이지

(http://www.iecq.org/)에 무료공개

인정기관(일본에서는 JAB)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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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대상 전자부품
  IECQ제도는 전자부품을 8가지로 대 분류하여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수동전자부품 (Passive Components)

   나.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능동전자부품 (Active Components Integrated 

Circuits)

   다. 혼성집적회로 (HIC : Hybrid Integrated Circuits)

   라. 전자기계부품 (Electromechanical Components)

   마. 자성부품 (Electromagnetic Components)

   바. 광 전자부품 (Electro-optic Components)

   사. Cables & Wires

   아. 인쇄회로기판 (Printed Boards)

6. 규  격
  IECQ 제도에서는 인증시험에 IEC규격을 적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ECQ 규격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기본규격 (Basic Specification)

   1) 기본 환경시험방법 : IEC 60068

   2) Sampling 기준 : IEC 60410

   3) SI 단위 및 수치 맺음법 : IEC 60063

 나. 품목규격 (Generic Specification)

  품목규격은 해당 전자부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기호, 시험방

법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인증에 필요

한 시험순서 및 정격 또는 특성치의 표준계열 등을 규정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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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품종규격 (Sectional Specification)

  품목규격에서 설명한 사항의 주요 부분이 특정 품종의 부품에만 한정된다면 

이 고유한 사항들은 품종규격에서 규정된다.

 라. 개별규격지침 (Blank Detail Specification)

  개별규격지침은 품목 또는 품종규격에 개정된 사항을 인용하여 해당 부품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격에서는 

개개의 부품을 평가하기 위한 특정 조건의 수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

로 이 규격은 개별규격을 작성하는 지침으로 이용된다.

 마. 개별규격 (Detail Specification)

  개별규격은 개별규격지침을 근거로 제품의 치수, 성능, 품질평가 기준, 시험 

조건 등을 규정한 규격이다. 개별규격은 일반적으로 제조자 인정을 획득한 제

조자가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단체 또는 사용

자 등이 제정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규격이 IEC규격에 규정된 기술적인 범주 내에서 제정

되었다는 것을 NAI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개별규격의 작성에 근거가 되는 

IEC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 단체 또는 국가가 필

요한 규격을 제정하여 CMC의 승인을 얻은 후, 이 규격을 3년간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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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Capacitor

IEC 60384-1  QC 300000

Tantalum Capacitor

IEC 60384-15 QC 300200

A1 전해 Capacitor

IEC 60384-4 QC 300300

Tantalum Capacitor

IEC 60384-15-1 QC 
300201

MPET Film Capacitor

IEC 60384-2 QC 300400

A1 전해 Capacitor 비고체전해질

IEC 60384-4-1 QC 300301

MPET Film Capacitor

IEC 60384-2-1 QC 300401

A1 전해 Capacitor 비고체전해질

 IEC 60384-4-1 QC 
300301/KR0001

품종규격

개별규격

개별규격
지침

[그림2-6-2] IEC규격의 구성(보기)

      ※ IEC 규격중 품질인증에 사용되는 규격은 QC □□□□□□로 번호

를 부여하며, 번호중 맨 앞의 십만단위와 만단위는 품목규격의 종류를, 천단위

와 백단위는 품종규격의 종류를, 십단위와 단단위는 개별규격의 종류를 의미

하는 숫자이다. 예를 들어 상기 그림의 QC 300301에서 맨 앞의 30은 커패시

터를 그 다음 03은 Al 전해를, 그리고 맨 마지막 01은 비고체전해질을 의미한

다. 따라서 QC 300301은 비고체 전해질 Al 전해 커패시터의 규격을 의미한다.

7. 인정과 인증
  인정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자의 품질체계를 인정하는 제조자 인정, 

전자부품의 유통 시 보관, 출하에 대한 조직적인 판매자의 관리 체계를 인정

하는 판매자 인정, 특정 전자부품에 대한 시험능력을 인정하는 독립시험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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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다.

  인증에는 품질인증과 능력인증이 있고, 품질인증은 제조자 인정을 취득한 

제조자가 생산한 특정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고, 능력인증은 고객

이 주문할 때마다 제품의  일부 설계가 바뀌는 PCB, HIC 등과 같은 소량다품

종 주문생산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의 품질업계와 최종 제품의 품질을 보증

하는 것이다. 인정이나 인증을 받은 내역은 IEC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

증목록에 등재되며, 품질인증이나 능력인증을 취득한 전자부품은 인증합격증

명서를 첨부하거나 IECQ 인증 마크를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하여 출하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IECQ 인증마크는 최소포장에 표시한다. 품질인증과 능력인증

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제조자 인정을 얻어야한다.

 가. 인정과 인증 절차

  인정과 인증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수동․능동부
품

혼성집적회로
 기구부품 
 자성부품
   

광전자부품
 Cables 
&Wires
Printed 
Boards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심사

시험입회

시험결과 검토

  인증심의

인증목록에 

등재

 인증서 교부

IEC 보고

인증시험

시험결과보고

인 증 유 지 Lot-by-Lot 

test

품질보증검사 

확  인  시  험

공장확인방문 

    항  목          신청자              SI             IECQ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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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심사

공장심사

인정심의

 인정서 교부

IEC 보고

인    정

제  조  자
판  매  자
독립시험소

신청서 작성

인정목록에 

등재

항    목        신청자                SI           IECQ사무국

[그림2-6-3] 인증과 인정절차

 나. 제조자, 판매자, 독립시험소 인정 및 품질인증

  제조자 인정은 감독검사기관(SI)이 제조자의 품질체계와 관리능력이   일정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IECQ 제도에 의해 제조자 인정을 받으려면 제조자는 그의 품질체계

(Quality System)가 IS0 9001 혹은 ISO 9002 및 IEC의 시행 규격에 요구된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SI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1) 감독검사기관(SI)의 승인을 득한 후 Chief Inspector/quality Manager를 

임명하여야 한다.

   2) 감독검사기관(SI)에서 규정한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판매자 인정은 판매자가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인증 제품의 보관, 출하 등

을 조직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국가감독검사기관(SI)이 확인한 

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시험소 인정은 시험기관이 필요한 시험검사능력(설비, 인력, 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IS0/IEC GUIDE 25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만 인

정 획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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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질인증 (Qualification Approval)

  제조자 인정을 취득한 제조자가 인정범위 (제조자 인정 시 품목규격이나 품

종규격을 근거로 명시됨)내의 제품이나 동일한 기술로 생산되는 유사 품종의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획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만족시켜야하

며, 품질인증은 IECQ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조자나 판매자의 규격이나 

IEC세부규격(Detail Specification)에 요구된 조건을 만족하는 일련의 부품의 

품질에 대해 IEC에서 보증하는 것이다.

    가)품질인증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개별규격 (Detail Specification)

     - 품질인증시험 실시 계획서

    나)품질인증 시험 조건

  품질인증 시험은 제조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국가감

독검사기관(SI)의 직원이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시험은 다음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품목규격이나 품종규격에 서술된 품질인증시험

        (이 경우 시험시료는 생산중인 로트에서 발췌하여야 한다.)

     - 최소한 3개 이상의 연속된 검사로트(로트 구성기간은 가능한 짧게하여

야 한다)에 대해 개별 규격 (Detail Specification)에 명시된 Lot-by-Lot시

험을 실시한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이들 검사로트에서 발

췌한 시료로 실시하는 개별규격에 규정된 정기적 품질보증검사

   4) 능력 인증(Capability Approval)

  소량다품종 주문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은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능력인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능력인증은 능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품질체계 및 품질이 관련규격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시험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일련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IEC에서 보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능력인증 대상 부품은 반도체집적회로, 

HIC, PCB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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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인증 유지방법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조자는 다음에 따라 규격에 규정된 품질보증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검사로트

  검사로트는 한개 이상의 생산로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생산로트의 구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조건(재료, 공정, 생산설비)에

서 제조된 것으로 한다.

   1) 제조공정중의 품질관리 및 검사로트는 품질보증책임자와 합의하에 문서

화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생산로트의 재료의 품질과 공정에 대한 검사결과는 규격에 요구된 

품질의 제품생산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품질보증(품질유지)검사

  품질보증검사는 Lot-by-Lot검사와 정기적인 품질보증 검사로 분류된다.

   1) Lot-by-Lot 검 사

  대상이 되는 모든 검사로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험항목을 2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A Group : 부품의 외관 및 치수, 주요 기본 특성

     - B Group : 기타 중요한 기본 특성

   2) 정기적 품질보증검사

  정기적으로 Lot-by-Lot 검사에서 합격한 로트에서 시료를 발췌하여야 한다.

시험은 파괴시험이 포함된 환경시험 수명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9. 품질보증 합격증명서 및 인증마크
  품질인증 및 능력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는 인증마크틀 부여하거나 품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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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를 첨부하여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인증마크를 제품에 직접 부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 단위의 포장에 마

크를 부착하거나 인쇄할 수도 있다.

10. 인증목록
  각국의 인증된 제조자, 독립시험소, 판매자 및 품질인증 또는 능력인증에 합

격된 제품의 정격특성등에 대한 정보가 IEC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증목

록(Register of Firms, Products and Services approved under the IECQ 

System, including ISO 9000)에 등재된다. 사용자는 이 인증목록을 이용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의 제도운영 및 활동상황
 가. 운영 체계

   1) NAI 

  기술표준원(AT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년 회비 분담 및 제도 운  총괄

(2005년 분담금 : 6,200 CHF)

   2) NSO

  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표준을 제․개정 등의 업무 수행

   3) SI

  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인정 및 인증업무 수행

  

   나. 인정 및 인증실적

년도 계 1994 1996 2002 2003 2004

인증건수 28 1 2 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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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IECQ 제도 참가국 일람표

(2005.4.현재 정회원 11개국, 준회원 4개국)

참가국 구분 기  관  명  칭

정
회
원
국

중    국

NAI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 CEPREI: China electronic Product Reliability & Environment Testing 
Research Institute

덴 마 크 NAI DK: Dansk Standard 

프 랑 스
NAI LCIE: LeLaboratoire Central des industries Electriques  

SI LCIE/SNQ: Service National de la Qualite

독    일
NAI DKE: Deutsche Elektrotechnische Kommission im DIN und VDE

SI VDE Testing and Certification Institute 

인    도

NAI Bureau of Indian Standards

SI STQC: Standardization Testing and Quality Control, 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onics Niketan

오스트리아
NAI OVE : Austrian Electrotechnical Association

SI OVE : Austrian Electrotechnical Association Testing and Certification 

일    본
NAI 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SI RCJ: Reliability Center for Electronic Components of Japan

한    국
NAI 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SI KTL: Korea Testing Laboratory

러 시 아

NAI  Federal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TECHREGULIROVANIE)

SI  Federal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TECHREGULIROVANIE)

    국
NAI BSI: Britishi Electrotechnical Committee

SI BSI Product Sevices

미    국

NAI ECCB: Electronic Components Certification Board (c/o UL Inc)

SI DNV Certification
NASI : National Standards Authority of Ireland, Inc.

준
회
원
국

핀란드 NAI SESKO : Finnish Electrotechnical Standards Association 

노르웨이 NAI NEK : Norsk Elektroteknisk Komite

태    국 NAI TISI :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세르비아 NAI ISSM : Institution for Standardization of Serbia and Monten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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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신뢰성 향상

1. KOLAS 사업 개요.
 가. 의의

  시험, 검사능력은 국가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기술혁신을 위한 기

본 인프라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상품일류화는 이에 상응하는 

시험능력의 뒷받침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정확한 시험, 검사결과는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정책수립시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시험, 검사 

능력의 부족은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불가한 요인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첨단 시험, 검사능력을 무역기술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선

진국이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수출시 수입국에서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수출 지연과 과중한 시험검사 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국가 시험, 검사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체

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 하고 있

다. 본 인정제도는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기준에서 규정하는 

요건(시험기관: ISO/IEC 17025; 검사기관: ISO/IEC 17020)을 모두 충족시키면 

그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이 인정을 받게되면, 그 기관은 국제기준에 따라 품

질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관리나 개선을 통해 시험능

력이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외부에 입증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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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인정제도가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공인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나 검사성적서는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외국과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을 통해 해외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게 된다.

 나. 배경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험이나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

외에서 수용을 확대시키고자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제3자 인정제도를 도입

하여 운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2년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근거

로 시험소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에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를 설립하 다. 1999년에는 「국가

표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KOLAS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고, 교정

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KOLAS가 수행하

게 되었다.

  KOLAS는 설립된 이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

도의 운 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 시험기관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꾸준히 실시해왔다. 그 결과, KOLAS 공인시험기관

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KOLAS는 1998년 10월에 아․태시험

소인정협력체(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rgement: MRA)에 서명한데 이어, 2000

년 11월에는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MRA에 공식서명하 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APLAC MRA에는 15

개국 20개 시험소인정기구가, ILAC MRA에는 37개국 46개 시험소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고 있다.

  APLAC/ILAC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를 얻으려면 무역 상대국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시험능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적합성평가 시스템을 운 하여야 한다. 

즉,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이 상대국의 기준에 맞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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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상대국 기준에 맞는 시험이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시험요원과 검사요원의 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

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표준원은 지속적으로 시험, 검사기관의 능력향상을 위해 인정제도 운

에 대한 선진 관행을 도입하고 국가시험, 검사능력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운  및 국가정책에 반 하여 국가 시험검사능력을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 사업목적

  국내 시험검사기관들의 시험이나 검사능력을 향상시켜 KOLAS 공인성적서

의 국내․외 수용을 확대하여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 향후 

정부간 MRA를 원활히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화

된 기본 체제를 구축, 운 하고자 한다.

 라. 법적 근거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2)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표준물질 인증제     도의 

운  요령 제3조

2. 추진실적
 가. 제도운영 개선

  KOLAS는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인정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 하기 위해 국제 선진관행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자 2004년 일부 기준문서

를 개정 또는 제정하 다.

   1) KOLAS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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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IEC 17025에 의거한 인정제도의 수용이 국제사회 여러 전문분야로 확

대됨에 따라 ILAC에서는 ISO/IEC 17025를 이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들을 개발해왔다. 최근에 ILAC은 ISO/IEC 17025를 법과학시험분야에 적용하

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 다. 국내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법과학시

험분야의 인정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해옴에 따라, 동 ILAC 지침을 KOLAS 지

침으로 도입하고, 법과학분야 인정을 위한 분류표를 개발하여, KOLAS 인정

범위에 법과학시험분야를 추가하 다.

  또한 새롭게 APLAC-MRA 인정범위에 포함된 ISO 15189(의학시험기관 - 

품질 및 자격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에 따른 의학시험기관 인정프로그램을 

KOLAS 인정분야에 신규도입하기 위한 국내현황을 조사하 다. (의학시험기

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 2003 기술표준원 발간). ISO 15189에 따른 의학

시험기관 인정프로그램은 국, 독일 등 유럽지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

아니아 지역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싱가폴, 홍콩, 대만 및 일본 등 아

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ISO 15189에 따른 인정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ISO 15189에 의거한 인정프로그램의 국제적 도

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의학시험기관 인정제도인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미국병리학자협회)제도를 국내실정에 

맞게 변형한 인정프로그램이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의

학시험기관 인정프로그램을 국제기준에 따른 인정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키기 위

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해당 전문의학회와 인정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협

력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ISO 15189에 따른 평가표 마련, 의학시험분야 분

류표 개발 및 평가사 양성 등을 통해 ‘05년중으로 40여개 기관에 대한 시범 

인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 인정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격

적인 ISO 15189 인정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정제도의 위

상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2)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인정제도 운 요령 개정

  인정신청 및 현장평가를 포함한 최종인정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수요자 중

심의 제도운 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 다. 특히 현장평가결과 

보고방법 개선, 사후관리와 추가평가의 병행, 인정사항 변경신고의 사유 완화 

등의 내용을 개선하여 제도운 의 효율성을 배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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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인기관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수행 절차 및 내용을 개선하여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 다. 우선 일률적인 평가반 

구성 원칙을 개정하여 피평가기관의 규모, 특성, 지역에 따라 평가반을 탄력적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문서심사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의 체

크리스트를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4) 숙련도시험 운 기준 개정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 과 함께, 보다 많은 시험기관의 신뢰도 향

상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측정심사기준을 추가로 제정하 다. 따라서 숙련도시

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KOLAS는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시험기관 측정심

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 다.

   5) 교육기관지정 및 교육과정운 기준 개정

  교육대상 요원의 직책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별 전문분야별 교육과정으로 개

편하 다.(표3-1-1 참조)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험소인정에 대한 국제

동향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시스템에 운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정기

적으로 개설하여 KOLAS 관련 요원들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 다.

<표3-1-1>              KOLAS 교육과정 개정 내용

1법정교육은 담당업무(직책)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강하여야 하며, 전문교육은 기술책
임자에게만 필수과목임
2On-line 교육과정은 모든 KOLAS 법정교육과정의 선행필수과목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법정교육
1

- 평가사 과정
- 평가사 과정

- 내부감사자 과정

법정교육1
- 품질책임자 과정

- 기술책임자 과정

- 시험․측정요원 과정

- On-line 교육과정2

- KS A ISO/IEC 17025 

- KS A ISO/IEC 17020

- 표준물질생산기관 운 요건

전문교육1
- 측정불확도 추정

- 표준물질의 인증

선택교육  - 측정불확도 추정

- 품질보증(방법의 유효화)절차

- 샘플링 이론

- 보수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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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운 기준의 개편으로 교육과정을 직책별로 운 할 때 제기되었던, 

기관내 인사이동에 의해 직책이 변경되는 경우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다른 직

책과정을 재이수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정만 선택하

여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품질보증절차와 같은 전문선택과목을 개설하

여 관심있는 기술요원들이 심도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배려하 다.

  내부감사자 교육과정을 평가사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운 함으로써, 내부감

사자가 평가사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제기되었던 과도한 교육시간 및 비용부

담, 평가사과정의 수요증가 및 수강자들간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서 오는 과정진행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평가사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평

가사과정은 APLAC에서 제정한 평가사과정 운 지침에 따라 개편하여 국제요

건을 충족시키도록 하 다.

  또한, 최근 정보화시대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on-line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KOLAS 홈페이지에 KOLAS 인정제도 및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강의

를 개설하 다. 이에 따라, off-line 교육기간의 축소, 교육훈련비용 절감효과

를 가져왔으며, KOLAS 전문인력들의 시간과 장소에 따른 교육기회의 제한성

을 완화하 다. 

 나. 인정제도 운영현황

  2004년도 KOLAS의 인정제도 운 현황이 표2에 주어져 있다. 2004년에 신

규인정 시험기관이 30개 기관이고, 인정갱신을 받은 기관이 8개 기관이다. 그

러나 인정이 취소 및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관이 6개 기관이 되어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제공인시험기관은 200개 기관이 되었다. 법정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KOLAS 인정을 취득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된(표

6 참조) 향으로 38개 기관이 추가로 인정을 받아 공인검사기관은 59개 기관

으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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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        2004년도 인정활동 현황(‘04.12.31 현재)
구분 시험기관 검사기관

신규인정 30 38

갱신평가 8 0

사후관리 139 18

추가평가 33 5

취소 6 -

공인기관 200 59

  200개 시험기관중 분야별 인정현황은 표3에 주어진 바와 같다. 화학, 역학, 

전기분야의 순서로 공인시험기관이 많으며, 의학시험과 OECD의 GLP시험분

야에는 인정을 받은 기관이 없다. 법과학시험분야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개 기관이 인정을 받았다.

<표3-1-3>          시험분야별 인정현황(‘04.12.31 현재)
분 야 인정기관수 분 야 인정기관수

역 학 104 광학 및 광도측정 5

화 학 109 의 학 0

전 기 52 생물학 12

열 및 온도 12 법과학시험 1

비파괴 10 OECD의 GLP 0

음향 및 진동 8

총 계 313

  2004년 12월에는 우수시험기관 3개소와 우수시험요원 15명을 선정하여 장관

포상 및 원장포상을 수여하고 시험기관 인정제도의 정착과 시험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 다. 

2004년에 142명의 평가사가 추가로 등록하여 2004년말 현재 KOLAS 시험검

사분야에 등록된 평가사는 468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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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험결과의 신뢰성 향상

   1) 숙련도시험

  KOLAS는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비교평가하고 문제점이 파악된 기관들에

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시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 하고 있다. 2004년도에 

숙련도시험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 18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그 중에 3개 프로그램은 2004년도에 운 되었으며 남은 15개 프

로그램은 2005년도에 운 될 예정이다. 

2004년도에는 KOLAS에서 운 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8개, APLAC에서 운

한 프로그램 1개, 한․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협력에 따라 일본에서 운 되

는 프로그램 2개 등 총 11개 프로그램에 127개 시험기관이 참가하 다. 그 결

과는 <표3-1-4>에 요약되어있다.

<표3-1-4>     2004년도 KOLAS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관
기관

프로그램 시험품목 측정분야
참가
기관

비 고

APLAC APT040 석탄 Ash등 5품목 1 완료

IAJapan
JNPT15-05 조명기기 안전시험 4 완료

JNPT16-02 PC보드 절연거리 2 진행중

KOLAS

PT04-1 콘크리트 압축강도 29 완료

PT04-2 고무 인장강도등 3개항목 16 완료

PT04-3 정수기 소비전력등 5개항목 13 완료

PT04-4 암석 압축강도등 3개항목 16 완료

PT04-5 미생물 일반세균, 대장균 17 완료

PT04-7 LNG 매탄등 5개항목 6 완료

PT04-8 유리 Al2O3등 13개항목 7 완료

PT04-9 자연수 Fe등 7개항목 16 완료

합계 1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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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도시험은 일반적으로 값이 알려지지 않은 시료를 사용하고 참가기관들

의 결과값으로부터 합의값(평균값 또는 중위수 등)을 구하여 참가시험기관들

의 시험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값은 실제 측정량과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된 8개 프로그램중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에 관련이 있는 1개 프로그램(PT04-7)의 운 에 인증표준물질을 시료로 사용

하 다. 결과적으로, 환경분야에서는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는(소급성을 유지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3-1-5>           2004 숙련도시험 수요조사 결과
분류 품목/분야 요청(해당)기관수 비고

역학시험 금속 20(48) 2006 계획

 콘크리트 19(29) 2004운

 금속-경도 6(27) 2005운

 암석 4(14) 2004운

 섬유 3(9) 2005운

 플라스틱 3(22) 2005운

 골재 7(20) 2005운

 고무 3(14) 2004운

 아스팔트 6(11)

화학시험  금속 9(32) 2006계획

 유리, 세라믹 3(12) 2004운

 섬유 4(9) 2005운

 토양, 폐기물 5(3)

 물-유기물, 무기물 7(30) 2004운

 물-기타 3(10)

 가스 3(7) 2004운

 식품-일반성분 5(13)

 식품-중금속 2(12) 2005운

 식품-잔류농약 7(3)

 연료유 7(11) 2006계획

생물학적 시험  미생물 6(15) 2005운

전기시험  전기안전성 9(20) 2005운

 전자기접합성 7(24) 2005운

 전광속, 입력 7(9) 2005운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 3(8) 2005운

건자재  연소성, 난연성 2

* 음 부분은 2005년도 숙련도시험 운 계획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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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욱 다양하게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운 하

기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내용은 시험

기관이 그동안 참가한 프로그램 내역, 향후 참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분야

(개설 희망 프로그램), 그리고 숙련도시험용 시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었다. 2004년 5월에 실시된 설문조사대상 170개 시험기관중 82개 기관이 응

답하 으며 조사결과는 표5에 주어져 있다. 수요조사 결과는 최근에 운 된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2005년도 숙련도시험 운  계획에 반 되었다.

   2) 측정불확도 추정

  ILAC은 2003년 1월 1일부터 ISO/IEC 17025를 전격적으로 이행하도록 결정

하고 시혐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표준물질의 활용과 측정결과에 

대한 불확도 추정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APLAC에서도 시험기관들의 측정불

확도 추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측정불확도 추정을 포

함시켜 운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동향을 반 하여 KOLAS는 2002년에 2개의 화학분야 숙련도시

험 프로그램, 「분유중의 중금속분석」과 「물중의 휘발성 유기물분석」을 측

정불확도 추정과 연계해서 운 하 다. 상기 프로그램 운 시 시험기관들이 

제출한 측정불확도 추정과정을 KOLAS 불확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시험기관

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 다. 그 분석결과는 2003년도 3월에 참

가시험기관의 기술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논의되었으며, 불

확도위원회에서 관련 측정불확도 추정예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들에게 배포하

다. 향후에는 모든 KOLAS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불확도 추정을 포함하여 

운 하고, 분야별로 불확도 측정예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불확도 워크숍 개

최 및 교육을 통해 시험기관들의 측정불확도 추정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라. 국가공인기관 시험능력 향상 

  KOLAS는 그동안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인정제도 구축 및 인정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ILAC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제도 운 에 대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구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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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시험기관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시험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면 국내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또한 국내 시험능력부

족으로 제조업체가 시험 또는 검사를 해외에 의뢰하게 되어 그에 따른 비용부

담 및 시간지연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이에 따라, 

KOLAS는 KOLAS 공인성적서가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용될 수 있도

록 국내 시험기관들의 시험능력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험능력확충을 위해서는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 보유, 

시험요원의 능력 배양,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표준물질, 그리고 시험능

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07년까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능력을 80%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그 대

응방안으로 2002년에 「국가시험능력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으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음.

   1) 전문시험기관의 설비확충

  국제상호인정협정 이행에 필요한 시험능력기반구축을 위하여 장비확충지원

자금으로 산업기술기반자금 400억원을 책정하고 ‘04 년도 예산 49억원을 기술

표준원 산하 7개 시험연구원의 시험장비확충을 위해 지원하 다. 지원된 기관

들은 전기시험, 화학시험, 건축재료시험 등 6개 분야 첨단시험장비 40점을 구

입하여 산업체의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05년도 지원자금으로 49억원도 확보

하 으며 환경물질이나 화학소재 중의 미량함유 유해물질 분석기기 등 40대의 

기기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시험분석요원의 체계적인 양성

  시험․측정요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산업기술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시험․측정요원 인력양성사업을 5개년 사업

(‘03~’07)으로 실시중에 있다. 매년 4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화학, 생물학, 

전기, 역학 및 건축자재, 정 측정 등 5개 분야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전문요원 및 시험측정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중에 있다. 2차년도

(‘04)에는 27개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21종의 교육교재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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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인원 총 1,077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 다. 또한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강사요원을 대상으로 해외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국내 시험측정요

원들에 선진기술의 전파교육을 실시하 다. 

 마. KOLAS 요원의 교육훈련

  KOLAS 인정제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 을 위해 KOLAS는 직원 및 

관련 요원들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화학분야 및 전기분야에 대한 KOLAS 워크숍(10월 28일)과 역

학분야에 대한 기술세미나(12월15)를 개최하여 KOLAS 직원 및 시험기관의 

관련자 500여명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교육을 개최하 다. 국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 워크숍에서는 각 기관들이 지니고 있던 해당 분야

별 측정불확도 산출 등 시험기관 종사자들이 갖고있는 기술적 애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 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13일∼6월 14일에 개최된 

평가사 워크숍에는 60여명의 선임평가사들이 참석하여 평가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들,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 등에 대

해 경험 및 의견을 교환하 다. 인정평가에 대한 국제동향을 인지하고 향후 

평가에 적용할 적절한 방향도 논의하 다. 

  그리고  KOLAS 공인기관의 신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매월 KOLAS 

공인기관의 시험측정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 다. 

  ILAC과 APLAC에서는 상호인정협정에 검사분야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관련 문서인 APLAC MR001(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절차)과 ILAC P1문서(인정기구의 평가를 위한 ILAC 상호인정협정 요건)를 

개정하 다. 또한 ILAC과 국제인정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

은 합동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사기관의 인정기준인 ISO/IEC 17020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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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들의 운 을 위한 일반요건)에 대한 해설서도 작성하

다. 숙련도시험분야에 대한 워크숍이 대만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워크숍에는 

KOLAS의 직원 2명이 참가하여 숙련도시험 운 과 관련한 기술내용 및 통계

적 기법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 다.

 바. KOLAS 인정제도의 활성화

   1) 단일 시험소인정제도 구축

  우리 나라의 경우 법정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지정은 개별 법령에 의해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국제기준에는 시험기관

이나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구축, 시험장비의 관리, 시험결과의 품질관리 등 

20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각 부처의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 지

정기준은 장비, 인력보유 등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에서 요

구하는 품질경 시스템 및 기술요소가 누락되어있다. 또한, 지정행위 자체도 

국제기준(ISO 가이드 58: 1993 교정기관 및 시험기관 인정시스템 - 운  및 

인정을 위한 일반 요건)을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효력도 해당 법이 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범위내로만 국한되어있고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지 못한 상태이다. 

  KOLAS는 각 부처에서 운 하는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국제적

으로 이미 공인받은 KOLAS 인정체제로 통일하여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운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도록 타 부처와 실무회의 및 설

명회 개최를 주도하 다. 또한, 법령개정 협의요청시 시험․검사기관 지정관련 

조문을 국제기준에 의거한 인정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지속적

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국내법 중에서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하고 있

는 법령은 5개부처 17개법령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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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6>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하는 법령
운 부처 법      령 비 고

산업자원부(10)

국가표준기본법, 계량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석유사업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완료

재정경제부(2) 담배사업법, 소비자보호법 개정완료

건설교통부(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완료

해양수산부(1)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에관한규칙 개정완료

환경부(3)

악취방지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개정

완료

   2) KOLAS 홈페이지 운 *

  KOLAS는 시험소인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 하고 있다. 

또한, Q&A 사이버 민원실 운 을 활성화하여 2004년도에 제도 운 에 대한 

문의와 관련정보제공에 대한 민원 96건을 처리하 다.

  국내 공인기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 고객을 위한 문홈페이지도 

강화하여 KOLAS의 소개 및 국내 공인시험기관, 검사기관, 교정기관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특히, 해외 고객들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APLAC

이나 ILAC 홈페이지에서 KOLAS 문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link시키고 시험 항목이나 시험규격별로 KOLAS 공인기관을 검색할 수 있도

록 검색기능도 제공하 다.

   3) 국제공인마크 사용

  ILAC은 2003년2월 ILAC-MRA 단독마크 사용여부에 대한 회원국간 서면투

표를 실시하여 국제인정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 MRA 

마크와는 별도로 시험소분야 ILAC-MRA 단독마크를 사용키로 결정하고 마크

사용지침을 개발하 다. 이에 KOLAS는 ILAC과 2004년 10월 ILAC-MRA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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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으며, 국내 공인시험,교정기관이 ILAC-MRA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KOLAS는 각 공인기관과 ILAC 마크

사용에 관한 2차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공인기관이 ILAC MRA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정부부처, 공공기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KOLAS 인정제도 의 신

뢰도 향상 및 시험성적서의 활용촉진 효과

    - KOLAS 공인시험성적서의 대외 인지도 향상에 따른 수출촉진 기대

    - KOLAS 인정의 권위 향상 및 국제공인 시험․교정기관으로서의 자긍

심 고취 

 사. 국제협력

  2004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0차 아․태시험소인정기구(APLAC) 

총회 및 이사회에 참가하 다. 회의기간은 2004. 12. 06∼12. 10이며 전체회의 

참가자는 21개국 23개 인정기구 대표 79명이 참석하 다. 아국 대표단으로는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장 등 4명이 총회, MRA 이사회 및 기술위원회 등

에 참가하 다.

  APLAC 총회에서는 APLAC 의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새로운 임명, 신규 

회원에 대한 승인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MRA 이사회에서는 APLAC 

MRA 평가보고서 검토 및 투표를 실시하 으며 KOLAS의 시험, 교정분야 

APLAC MRA의 갱신이 통과되었다. 

  기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ㅇ ILAC의 APLAC 사무국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검토

  ㅇ APLAC MRA 이사회 문서작업반의 문서개정 내용 검토

  ㅇ 평가사수행 작업반의 위임권한사항 개정

  ㅇ 검사분야 MRA 작업반의 위임권한사항 개정

  ㅇ 숙련도시험 워크숍 개최 결정 : ‘05.1 (대만)

  ㅇ 표준물질 생산기관 MRA 워크숍 개최 결정 : ‘05.3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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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평가사 워크숍 과정 개설 : ‘05.4 (일본)

  ㅇ KOLAS~IAJapan간 시험·교정분야 기술협력 MOU 추진

 아.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APLAC에서 APLAC-MRA에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분야를 포함시키는 것

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표준원은 1999년에 신뢰성있는 표준물질의 개

발을 활성화하고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ISO 가이드 34(표준물질생산기

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에 기초한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를 수립하

다.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은 ISO 가이드 34의 요건에 따른 품질시

스템을 갖추고 ISO 가이드 31(표준물질 - 인증서 및 라벨의 내용) 및 ISO 가

이드 35(표준물질의 인증-일반적, 통계적 원칙: 개정중)에 따라 표준물질을 인

증하도록 규정하 다. 이는 현재 APLAC에서 추진하는 MRA에 평가절차와 부

합하는 것으로 향후 APLAC-MRA 체결을 위한 기반은 이미 마련된 것이다.

  현재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없으나 표준가스생산기관을 중

심으로 인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KOLAS는 10월 15일 대전에서 개최된 

‘APMP(아․태측정학국제협력기구) 물질량기술위원회 워크숍’에서 아․태지역 

표준물질 전문가 및 생산자, 국내 표준가스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표

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와 가스분석분야 소급성 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의 활용을 촉구하 다.

  기술표준원은 표준물질생산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기 개발된 표준물질을 숙

련도시험 시료로 활용하고, 새로운 표준물질의 개발을 지원하여 왔다. 2004년

도에는 암석 및 콘크리트 등  숙련도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물질 10종의 

개발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하 다. 

 자. KOLAS공인기관 협의회 발족 및 운영

  2004년 8월26일 KOLAS 공인기관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협의회 설립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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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기구로 회원사 권익보호, 정보교환, 정부기관과의 협력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사 자격은 KOLAS공인기관만 회원이 될 수 있다.

  협의회 조직은 KOLAS인정기관협의회(회장), 시험검사기관협의회(부회장), 

교정기관협의회(부회장), 운 이사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중요사항 

및 집행을 결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정관에 협의회 기능, 총회개최, 구성, 임원

선출, 회원자격 등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박성우 소장이 맡고있으며, 

간사기관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업무를 총괄 운 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KOLAS인정제도에 대한 정책건의 및 애로사항 전달, 동종업종간 기술교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등 KOLAS인정제도 선진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

며, 또한 ‘05년도 협의회 운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 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기술표준원 KOLAS는 ILAC 상호인정협정에 가입되어있고, 이로 인해 자율

분야에서는 KOLAS 공인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

의 건강, 보건, 환경문제는 WTO/ TBT 협정에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있어, 

각국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ILAC과 APLAC은 MRA 수용확대

를 위해 각국의 규제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제도 운 도 MRA 범위에 포함

시키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있다. 그러나 상호인정협정이 효과를 가지려면 

상대국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적합성평가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험기관이 외국기준에 따라 시험을 수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KOLAS는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의 능력을 확충

하기 위해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험기관의 설비 

확충, 시험 및 검사요원의 체계적인 양성, 표준물질개발 및 보급 확대,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 , 시험․검사 방법의 개발 및 국제표준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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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정보의 network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2007년에는 국제

규격에 의한 시험분석능력을 80%까지 확대하고 2010년까지는 주요 수출대상

국의 모든 시험규격에 대해 시험분석능력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한편, 정부 각 11개 부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의거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운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준이 아닌 국내기준에 의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운

으로 인해 지정된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관리정책의 효과

적인 이행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KOLAS는 

이들 개별 법령에서 KOLAS 공인기관을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KOLAS는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인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

는 고객지향적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KOLAS는 첫째, 홈페

이지의 콘텐츠를 보강하여 인정제도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총망라하여 공인

기관 및 인정신청기관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KOLAS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여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메뉴

의 단순화를 통해 관심있는 고객들의 접근용이성, 활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다. 셋째, KOLAS 내부적으로 공인기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인기관별 

이력관리, 평가사 이력관리 등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KOLAS 내부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KOLAS on-line 교육에 있어서는 품질시스템 이외에 기술교육 컨텐츠를 개

발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관리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접속자의 이력관리기능

을 추가하고 off-line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on-line 교육수강의 확대로 수강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off-line 교육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on-line 무료교육을 통해 KOLAS 업무의 대국민, 타

부처 홍보를 강화하여 공인기관들의 활용 및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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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 KOLAS는 ILAC, APLAC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별 

인정기구들과도 긴 하게 협조하여 인정제도운 에 지속적으로 선진 관행을 

도입하고, 국가시험검사능력의 향상 및 KOLAS 공인기관의 국내․외 수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제2절 국가측정 및 교정 기술인프라 확충 

1. 측정표준기술의 고도화 추진
 가. 측정표준기술의 중요성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위하기 위해서는 그 측정기술의 

보다 높은 정 도와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산업분야에서는 측

정기술의 정 정확도 향상없이는 산업경쟁력 우위확보와 기술혁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측정의 정 정확도 수준은 한 나라의 산업발전 수준과 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미국 NIST의 Hratch G. Semerjian 박사가 발표한 자료1)에 따르면 

-첨단기술(Advanced Technology)은 많은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힘이며,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50% 이상이 이런 첨단기술이 원동력이 되었

으며, 이러한 첨단기술은 측정표준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측정 및 측정관련 활동이 GDP의 3∼6%를 차지하고, 

EU 역내 무역량에 표준 및 규제부문이 미치는 향은 79% 수준에 이르는 것

으로 보고2) 되었다.  

  측정표준기술은 모든 데이터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그 정 정확

1) Metrology : Its Impact on the Economy, Quality of Life and International Trade 

2) Ⅷ IMEKO World Congress, 1994, Tor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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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준은 그 나라 산업기술 및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WTO/TBT 발효후 국제교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제도와 국제상호인정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 MRA는 각국 측정결과의 

동등성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표준기술은 국제무역환경이 

관세장벽에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으로 옮겨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IT, BT, NT 등의 新 産業이 세계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들 첨단기술을 뒷받침할 고도의 측정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나. 현황 및 문제점

  최근의 국제교역에서 측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토록 요구받고 

있어 국가별로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국제적 동등성 보장

을 위하여 1998.2월부터 38개국 측정표준기관 간에 MRA가 체결되었다. 

  한편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시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교정결과에 대한 동

등성 확보를 위해 전 세계 37개국이 ILAC-MRA를 체결하고 국제기준(ISO/IEC 

17025)에 따른 교정기관 인정제도를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신

뢰를 확보함으로써 점증하는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측정표준 및 시험소인정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이 국제적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이 협정의 Appendix C에 국가표준기관이 측정표준을 보급하

는 방법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형태는 교정능력(CMC)과 인증표준물질(CRM)

로 등록되어야 한다.

  즉, 국가표준으로서 국제적으로 동등성이 인정된 측정표준과 표준물질을 국

내에 보급하지 못하면 결국 국내의 시험 및 분석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제2절 국가측정 및 교정 기술인프라 확충  179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동등성평가는 국제도량형국

(BIPM) 주관으로 국제비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신뢰성있는 측정 및 시험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첫째

는, 모든 측정 및 시험장비를 교정할 수 있는 측정표준과 우리나라 산업특성

에 적합한 매트릭스 표준물질이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측정표준이 필요한 288분야 중 62%만 확보되어 있고, 표준물질

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시험검사능력을 확보하

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핵심측정기술이 취약한 Bio, 나

노, IT 계측기의 개발과 측정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로, 2004년에 실시된 교정기관 현황 조사에 따르면 길이 및 관련량, 질

량 및 관련량, 시간 및 주파수, 전기․자기/전자파, 온도 및 습도 등 5개 분야

는 70 % 수준의 교정서비스가 가능하고, 음향 및 진동, 광량, 전리방사선, 물

질량 분야는 평균 29% 수준으로서 산업현장에 교정지원이 매우 취약한 것으

로 조사되어 이분야 교정능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전자기장세기, 안테나특성, RF 임피던스, 이동통신 및 디지털신호 등

의 국가표준이 미비하여 통신 및 방송기기, 정보통신 복합기능 측정기기의 교

정지원이 어려우며, IT, NT, BT 등 신기술분야 지원을 위한 교정기술도 시급

히 확보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화학분석을 위한 표준물질도 SI에 대한 소급성을 확립할 수 없는 다

수의 물질이 국제비교에서 다뤄지고 있다. 국제비교에서 동등성이 확보된 표

준물질만 CIPM-MRA 부속서 C에 등록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물질만 1차 

국가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미 수 십년 전부터 미국, 독일, 국 등 선진국들은 표준물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는 300종이상의 1차 표준물질과 28,000종의 상용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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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보급 활용함으로써, 자국 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에 일익을 담당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선진국 수준의 1차 표준물질을 

조기 확보토록 하고, 표준기관 1차 원천기술을 산업체로 이전시켜 2차, 3차 상

용표준물질 개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산업기술과 측정기술이 접목된 새

로운 산업분야 육성이 가능하고 시험분석능력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향후 추진과제

  산업의 고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복지 분야에 대한 향상 요구가 

급증하면서 확보해야 할 기술도 다양화되고 있어 미래산업과 선진국의 기술동

향을 분석하여 관련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한 측정기술의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무역상기술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 전략에 효

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제공인 교정기관 확대, 산업현장의 국제 소급성 강화, 

국제수준의 측정전문가 육성 등을 통하여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을 적극 해소

할 계획이다.

   1) 핵심산업분야 측정표준기술 개발사업 추진

  21세기 들어 산업기술의 융합화와 기술발전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의 

측정표준기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미국, 독일 등 G7 국가수준의 측정표준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신산업분야 측정표준기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측정표준기술을 

파악하여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방안을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에 반 함으로써, 2010년까지는 측정표준을 250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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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국제기준(ISO 34, 35)을 충족할 수 있는 제조기술 및 검증, 평가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상용표준

물질의 기반기술이 되는 1차 표준물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

며 COMAR와 연계한 국제표준물질 보급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2. 국제공인 KOLAS 인증기반의 강화
 가. 인정제도의 개요

   1) KOLAS 교정기관 인정

  국제공인 인정기구가 해당기준(ISO/IEC 17025)에 따라 자격있는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신청분야에 대한 교정능

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인정기구
(ISO/IEC 가이드 58 요건에 따라

국제시험소인정제도 구축 및 운 )

↓

교정기관
(ISO/IEC 17025,  ISO/IEC 가이드 43 등 국제규격 및 

가이드에 따라 평가한후 인정)

↓

고  객
(인정된 범위내에서 각종 규격과 기술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교정성적서의 서비스 수혜 혜택)

  2) 국제공인 교정성적서의 경제적 효과

   ㅇ 공인교정기관 교정성적서의 국제적 공신력 부여

   ㅇ 교정성적서의 국제기준 부합화로 국제적 통용 가능

   ㅇ 측정결과 및 품질관리 활동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

   ㅇ 이중검사 해소로 수출업체 비용 절감

 나. 추진실적 및 성과

   1) 국제공인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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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은 1998년 10월부터 국내 교정제도 관계법령을 국제기준과 일치

시키고, 교정기관의 조직 및 운 , 인력, 환경, 품질시스템 등 측정결과의 신뢰

성에 향을 주는 제반 요소에 대해서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 으며, 교정실

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교정기관 운 시스템

을 정비하 다.

  그리하여, 2000년 6월부터 교정기관의 측정기술력과 그 품질시스템에 대해 

국제평가기준인 ISO/IEC 17025로 평가하여 2004년 174개 교정기관을 국제공

인기관으로 인정하 다.

< 국제공인 KOLAS 교정기관 인정현황 >

                                                 (단위: 교정기관수) 

년 도 국가(지방)기관 공공기관 측정기제조
판매업체

일반산업체 합  계

2000 1 - 4 6 11

2001 11 9 25 27 72

2002 2 9 39 15 65

2003 - 2 9 5 16

2004 - - - 10 10

계 14 20 77 63 174

<참고> 국제공인 교정기관의 인정현황(기관현황, 교정항목, 범위, 최고측정능

력)의 상세한 내역은 KOLAS 홈페이지(www.kolas.ats.go.kr)를 참고

   2) 국제시험소 상호인정(ILAC-MRA) 체결

  그 동안 기술표준원(KOLAS)은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국가교정제도의 개선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교정성적서의 국제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교정분야 

ILAC-MRA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홍콩의 Mr. Terence 

SS Chan을 평가반장으로 하여 APLAC평가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교정제

도 운  전반에 걸쳐 상호 동등성평가를 실시하고, 2001년 5월 호주 시드니에

서 개최된 APLAC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교정분야 가입을 승인받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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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계측기의 교정성적서가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28개국에 통용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4년 9월에는 싱가포르의 Chang Kwei Fern을 평가반장으로 하여 

APLAC 평가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교정제도 운  전반에 걸쳐 상호 동등

성 재평가를 실시하 다.

  동 협정체결로 국내업체의 수출품에 첨부되는 각종 시험성적서와 교정성적

서를 모두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통해 수출촉진

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 ILAC-MRA 체결현황(‘04.2) : 36개국 45개 인정기구

  ※ 국제시험소 상호인정협정(ILAC-MRA) 체결국가의 리스트와 인정기구 현황

은 ILAC 홈페이지(www.ilac.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국제공인기관의 신뢰도 제고 

  기술표준원은 ILAC-MRA의 지속적 유지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준(ISO 

17025)에 따라 2004년에는 포항제철 등 164개 기관에 대해 교정능력 및 성적

서 관리 등 기술적 사항을 중점으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 으며, 현장평가

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KPI)에 따른 평가사를 양성하여 교정기관 평가

의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시켰다.  

   4) 숙련도시험 실시

  기술표준원은 국내 교정기관 및 산업체의 정 측정능력 제고를 위하여 APLAC, 

ILAC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국제 숙련도시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KOLAS

에서 주관하는 국내 숙련도시험을 활성화하여 국내 교정/시험기관의 수행능력

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측정결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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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도 추진실적〉

    - KOLAS 주관 숙련도 프로그램(5품목, 90기관)

측정분야 품  목
참  가
기관수 실시시기 비  고

재료물성  브리넬경도기 21 2004.08∼2004.11 PM2004-1

전   기  전류분류기 13 2004.09∼2004.10 PM2004-2

시간/주파수  주파수계수기 32 2004.08∼2004.12 PM2004-3

습    도 디지털습도계 6 2004.07∼2004.12 PM2004-4

길    이  나사플러그게이지 18 2004.10∼2005.01 PM2004-5

계  5품목 90기관

    - APLAC, EA 주관 국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명 품  목 기관수 실시 시기 주관기관

APM 014  표준저항(1㏁, 10㏁) 1 2004. 5 KTL

 

  또한, 국제 수준의 숙련도시험체제 조기 구축을 위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사

업(2002-2006)으로 매년 4개 분야씩 숙련도시험 시료 및 기술지침서를 개발 

운 할 계획이며, ‘03년도에는 가속도계, 디지털온도계, 계단식용량기, 분동을 

‘04년도에는 브리넬경도기, 전류분류기, 주파수계수기, 디지털습도계, 나사플러

그게이지 등 각 4개분야 숙련도시험 시료 및 운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다. 향후 추진과제

   1) 국가교정제도 확립 및 ILAC-MRA 효과 확산

  세계 각국은 무역상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상

호인정협정을 추진하여 자국의 수출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5월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36개국과 ILAC-MRA를 체결하고 

국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국내 수출업체 지원을 강

화하기 위하여 의료, 환경계측, 신산업분야까지 인정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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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정기관의 국제적 신뢰성 향상

  금년에는 산업기술시험원 등 174개 공인교정기관을 대상으로 ISO/IEC 17025 

요건에 따라 교정기술능력 제고와 교정성적서 및 raw data 관리실태 등에 중

점을 두고 현장점검 및 관찰활동을 포함한 특별 및 정기 사후관리를 연중 실

시하여 교정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3) 평가사 평가능력 제고

  2004년 9월 국제시험소상호인정협정(ILAC-MRA) 재평가에 대비하여 선임

평가사의 자질 향상과 국제수준의 평가능력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서 요구하

는 특별교육(년2회, 100명)을 실시하여 현장평가수준을 향상하 으며, 2005년 

3월 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 기준을 개정하 으며, 평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4) One-Stop 교정서비스 체제의 구축

  IT, BT, NT 등 첨단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 도를 

갖는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국가교정기관 

및 산업체에서 첨단 신기술분야의 표준장비가 고가로 장비구축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권역별 종합교정기관을 육성하여 One-Stop 교정서비

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측정 및 교정 전문인력의 양성
 가. 개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여 우리의 기업들도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

들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는 우수한 기술인력과 산업기술력의 확보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

은 산업현장에 요구되는 세계 일류수준의 전문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

고 선진형 측정교육강사 육성 및 선진측정기술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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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4년도 교육훈련 실적

  산업체 측정/교정인력, KOLAS 평가사를 대상으로 선진측정기술교육과 국

제기준(EA04-02)에 의한 측정 불확도 산출능력, 통계적 기법 배양을 위한 교

육훈련을 중점 실시한 바 있다.

  ㅇ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기술세미나 

    - 건교부․지자체의 단속공무원, 교정기관담당자(60명)

  ㅇ 평가사에 대한 국제수준의 기술능력 배양

    - ILAC 국제기준에 대한 평가사 보수교육(130명)

  ㅇ 산업현장 측정/교정실무자 교육 실시(56회, 1,011명)

    - 길이, 전자파, 방사능 측정 등 39개 측정실무

 다. 향후 추진과제

  기술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세계 일류수준의 측정전문기술인력을 지

속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 측정기술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 대상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대자동차(주) 등 12기관 

      ․ 신기술분야 교육과정 신설 추진

      ․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불확도, 통계기법 등 도입

  ㅇ KOLAS 평가사를 대상으로 국제수준의 능력 배양

     - 국제기준(ILAC P7:KPI)에 따른 특별보수교육(2회)

      ․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주요평가수행지표)

<참고> 교육기관 지정현황(12개 기관)

   - 광학, 비파괴, 방사능 측정 등 39개 분야 정 측정실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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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명 전화번호 교육분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2-868-5401 광학, 비파괴등 39개분야

산업기술시험원 02-860-1458 온도, 길이등 6분야

한국계량측정협회 02-586-2072 길이, 전기등 7분야

중소기업연수원 031-490-1234 길이, 각도, 표면

안성여자기능대학 031-650-7230 길이, 각도, 표면

우진계측기술연구소 031-379-3440 온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58 시간, 주파수, 전기

한국오발(주) 043-275-6600 유체유량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1513 길이, 토크

현대자동차(주) 055-280-3347 길이, 토크

KTICC(주) 02-3270-5291 전기, 전자파, 광통신

오리온전기(주) 054-467-5305 전기

제3절 법정계량 관리제도

1. 법정계량제도의 개요
 가. 계량의 정의

   1)“계량”이라 함은 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길이, 질량, 시

간 등 물상상태의 량을 결정하기 위한 조작(계량에관한법률 제2조)

   2)“측정”이라 함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국가기본표준법 제3조)

   3)“교정”이란 특정조건 하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물적척도 또는 측정시

스템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과의 관계로 확

정하려는 일련의 작업(국가기본표준법 제3조)

   3)“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기․기구 또는 장치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것(계량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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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정계량”이란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하는 계량(계량에관한법률 제2조)

   5)“법정계량제도“란 계량의 공정성확보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호를 위하

여 특정한 계량기의 정 도 유지 및 관리를 법으로 정하여 운 하는 제도. 

 나. 계량제도의 의의

 ▷계량은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

 ▷계량이 국민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향이 큼

  산업사회에서는 국가경제에서 상거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것은 국

가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상품의 거래량도 이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년간 약 260조원의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는데 1%의 거래오차는 2.6조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상품거래가 시작되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아왔는데, 그것은 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래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정계량기를 지정하고 관리하게 된 것이다.

 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법정계량

  국제법정계량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OIML)에서 정의하는 법정계량은 보다 적극적이다. 기존의 상거래 

위주에서 공적인 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분야까지를 법정계량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외국의 경우 선진국일수록 법정

계량기의 품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계량기로 수도미터, 

전력량계, 주유기 등 생활용 계량기 16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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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ML에서의 법정계량(Legal Metrology)의 정의

◦ 법정계량은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 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의 총체로서 정의

◦ 법정계량은 측정결과에 대한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적용

<표3-3-1>           분야별 계량기에 의한 거래금액
(단위: 십억원)

분 야
‘01 ‘02 ‘03 ‘04

판매량 금액 판매량 금액 판매량 금액 판매량 금액

전기(백만kW) 257,731 19,861 278,451 20,573 293,599 21,926 312,156 23,276

수도(백만㎥) 5,791 2,136 5,696 2,259 5,722 2,392 5,730 2,522

가스(천㎥) 15,990 6,636 18,122 7,521 18,946 8,225 21,932 9,813

석유류(천 BL) 743,663 22,220 764,016 22,187 762,941 26,295 753,235 32,722

열량(Tcal) 7,642 341 8,423 369 8,747 412 9,079 433

소 계 51,194 52,909 59,250 68,766

기타(포장상품,귀금
속, 식품류 등) 155.809 175.091 182,750 190.234

추정 거래량
GDP GDP/3 GDP GDP/3 GDP GDP/3 GDP GDP/3

622.1 207 684.3 724.7 242 241 778.4 259

※ - 전기 : 한국전력 홈페이지 통계(‘05년)

   - 수도 : 환경부 홈페이지 통계(‘05)

   - 가스, 오일 : 산자부 홈페이지 통계(‘05)

   - 열량 : 지역난방공사 통계자료(‘05)

   - 기타는 백화점, 미곡상, 정육점  및 도소매점 등에서 저울 등으로 거래되

는 금액, 귀금속상에서의 거래량 및 실량포장상품(주류, 음료, 제과류, 식

용유 등 계량법에 의한 28종의 상품)등에 의한 거래량으로 약190조원 정

도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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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계량산업 현황

   1) 법정계량기 제조업체 현황

  국내 법정계량기의 제조업체 수는 326개가 등록(각 시․도의 ‘04년 통계)되

어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1개 회사에서 여러 품목의 계량기 제조업을 등

록한 관계로 실제업체 수는 240여개 정도이며, 이 중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170여 업체 이다

<표3-3-2>               분야별 법정계량기 업체현황
구 분 계 질량계 부피계 전력계 열량계 기 타

업체수 326 개 94 개 159 개 19 개 13 개 31 개

  분야별로 보면, 326개 등록업체 중 부피계 제조업체가 159개사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질량계 제조업체이다

   2) 법정계량기 검정 현황

  최근 3년 국내 법정계량기 검정실적은‘01년 10,489천대에서 ‘02년 11,248대, 

‘03년 9,166천대로 년간 약 1,000만대 정도가 검정을 받아 유통되고 있으며, 수

입은‘01년 2,039천대에서 ‘03년 1,293천대로 1,1182천대, 수출은‘01년 1,151천대

에서 ‘03년 1,143으로 수․출입 모두가 소폭이지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3-3-3>                  생산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제 작 6,900,056 7,631,776 6,570,694

수 리 1,550,000 1,605,843 1,302,807

수 입 2,039,367 2,010,391 1,292,681

소 계 10,489,423 11,248,010 9,166,182

수 출 1,151,023 1,166,483 1,143,495

총 계 11,640,446 12,414,493 10,309,677

   3) 법정계량기 국내시장규모

  법정계량기의 국내 시장은 년간 약 8,500억원(‘04)정도이며 이중 수입제품이 

약 1,800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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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4>               분야별 계량기 시장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계 질량계 부피계 전력계 기 타

시장규모 8,500 3,000 3,000 600 1,900

2. 2004년 추진성과 
가. 계량기 기술기준의 국제규격 부합화 추진

  ‘ 04년 법정계량기 기술기준 국제화를 추진한 품목은 5품목으로 검정기준 

및 계량기 형식인증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인 OIML규격과 부합화를 추진하

으며, 이로서 전 품목의 법정계량기 기술기준을 국제기준과 완료하 다

   1) 계량기 기술기준의 국제화 추진

   ㅇ 년도별 추진실적

      

‘02 이전
⇒

‘03
⇒

‘04
3품목 8품목(11) 5품목(16)

       주 : ( )내의 숫자는 누계임

   ㅇ‘04년 국제화추진 품목(5종)

      - 품목 : 연료유미터, 오일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전량눈새김탱크, 눈

새김탱크로리

   2) 추진내용

     - OIML, IEC 등 관련 국제규격 번역 및 기술검토

     - 검정기준 및 형식인증기준 개정초안 작성 

     - 제조업체의 기술수준평가를 위한 예비시험(Pilot test) 실시 

     - 기술기준 개정(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 및 유관기관회의

     - 개정안 작성 및 WTO/TBT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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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험검사능력 제고를 위한 검정기관 지원육성

  계량기 기술기준이 국제부합화됨에 따라 개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

험검사능력이 확보가 필요하다. 국내 검정기관의 시험검사능력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고정도 시험검사설비 구입지원, 전문 시험검사요원 육

성 및 검정기관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 다

   1) 전력량계 시험검사설비 구입자금 지원 : 총 15.5억원 중 정부지원 12.3

억원 자비 3.2억원

    ㅇ 전력량계 계량특성시험설비 7점 구입완료

   2) 검정기관의 품질시스템 구축

    ㅇ 국제기준(ISO 17020)에 의한 검사기관 시스템 구축 및 KOLAS로부터 

공인검사기관 인정요청

 다. 검정설비의 불확도 평가 지침서 개발

  OIML등 국제기준에서는 불확도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검정 및 형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검정설비의 불확도 평가기준 및 절차서 개발

    ㅇ 대상품목 : 검정수요가 많은 수도미터, 전력량계, 가스미터에 대한 불

확도 평가지침 개발

    ㅇ 검정시스템의 확장 불확도 산출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 검정 시스템에 대한 불확도 포함인자 발췌

      - 측정장비의 불확도 평가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 수립 

      - 분야별 검정설비에 대한 불확도 평가

 라. 법정계량기 품목 확대 조사연구

  공적규제 및 법집행용 계측기의 신뢰성 향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량

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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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품목 : 전화도수계, 음주측정기, 축중기, 속도측정기, 곡물수분측정기 

무효전력량계, 최대수요전력계, 계기용변성기 유량계등 9품목 

  ㅇ 선진 7개국의 법정계량기 품목 및 관리실태 조사 

 마. 법정계량제도 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

   1) 법정계량기 형식인증 

   ㅇ 계량기 형식인증은 정확한 계량기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량에관

한법률에 의한 17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ㅇ 법정계량기가 적합한 설계, 측정범위, 성능 및 운 상 특성 등에 대한 적

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검정의 사전요건으로 운 되고 있다 

   ㅇ 검정의 능률화와 신속성을 위해 업체의 요구시 재질, 내구성, 파괴시험 

등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형식

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ㅇ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검정시 일부항목(구조 및 성능)의 검사를 면

제하고, 또한 그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감면(60%∼10%) 해줌으로써 검정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업계의 자발

적인 신청에 의하여 실시되는 임의제도로 형식인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3-5>                법정계량기 형식인증현항
[단위 :형식/업체]

계량기종류 업체수
형식수/업체수

‘95-‘98 ‘99 ‘00 ‘01 ‘02 ‘03 ‘04

전기시지시저울 2 1/1 2/1

접시지시저울 8 17/8

전력
량계

유도형 2 10/2

전자식 20 16/7 7/3 23/5 19/9 18/8 19/10 25/6

수도미터 36 1/1 152/21 50/14 84/20 102/19

온수미터 8 2/1 7/5 4/3 5/1

가스미터 7 7/7

연료유미터 2 5/2 2/1 2/1 2/1 -

전자식혈압계 2 11/2 2/1

적산열량계 7 1/1 20/5 1/1

계(총 9 품목) 94 32/13 9/4 25/6 178/32 96/30 132/39 115/43
(587/167)

※ ‘04년 말 현재 중복 품목 제외한 형식인증업체 : 73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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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량기 형식인증수가 2000년 25형식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174형식으로 급증하 으며, 2004년까지 인증된 형식수

는 620여 형식이 되며,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계량기 형식인증 업무를 전

문기관에 위임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 형식인증 사후관리 

  ㅇ 형식인증 계량기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검증수단으로 형식인증계량기의 

구조 및 기기오차에 대한 검사와 계량기의 생산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04년 계량기형식인증 사후관리 내용

    - 총 형식인증업체 및 품목 : 9품목 94업체 617형식 중 품목 및 업체별 

대표규격을 선정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를 통한 개선명령(3업체 5형식)

    - ‘04년 계량기 형식인증 사후관리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형식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었으나, 전력량계 3업체 5형식의 계량기가 형식인증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3) 법정계량 국제기구와의 기술교류 및 수출업체 지원

  법정계량기 제조업체의 기술정보 제공과 국내 계량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

하여 ‘04년도 법정계량기에 대한 대외 기술교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IML기술위원회(SC/TC) 개발문서 등 기술검토(31건)

  ㅇ 일본의 계량기 형식인증 획득을 위한 OIML인증서 발급

    - 품목 : 전기식 저울

  ㅇ 제27회 한․일 계량계측표준협력위원회 개최

    - 협력 합의과제 : 20개 과제(계속 : 16과제, 신규 4과제)

    - 기타 : CIPM, APMP, CIML 등 국제 및 지역기구 회의시 사전에 양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대처할 것에 합의

 바. 실량표시상품 실태조사 실시 

   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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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계량에관한법률에서는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

하여 제과류, 주류, 음료 및 세제류 등 생활필수품 28종을 실량표시상품

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각 시․도별 소규모로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실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임 

  ㅇ 공정거래에 의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실량 및 포장단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법을 개정 등 개선방

안을 마련코자 함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량표시 상품(계량법 제11조)

  ▷ 국민의 소비생활과 접한 제과류, 음료 및 세제류 등 생활필수품 28종을 실량

표시상품으로 지정

  ▷ 실량표시상품 : 길이․질량․부피 또는 농도․ 도․점도로 표시된 상품으로 용기

에 넣거나 포장하는 경우로써 그 포장․용기 또는 봉지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실

량 또는 함량을 증감할 수 없는 상품 

  ▷ 포장단위 : 5g ~ 25kg 및 5mL ~ 25L까지의 상품

  ▷ 실량 허용오차 

    ① 제품 및 포장의 크기에 따라 ± 1%~± 6%로 규정(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②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을 경우 그 법에 따른다(계

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③ 식품위생법(제10조)에서는 실량이 표시량 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오차를 

규정하고 있음

   2) 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품목 : 28종중 25종 97품목 508개 제품에 대하여 실량검사 실시

    - 국내 9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필수품 약 5700개 제품 중 

다소비품목 중심의 508(8.9%)개를 검사대상으로 함

    - 시료수 : 제품당 3개(508개 제품 1,524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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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대형매장 : 이마트, 킴스클럽, 메가마트, 엘지마트, 홈플러스, 월

마트, 까르프, 농협하나로, 롯데마트

  ㅇ 실량표시상품중 포장상품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지 않거나, 시중구매가 

곤란한 3종 제외(떡, 등유, 청량음료분말)

    - 검사시료 보관중 변질방지를 위하여 시험기간 등을 감안하여 9회에 걸

쳐 시험시료를 구입

〈실량검사 구입시료 현황〉

 

분 야 유통 제품수 검사 실시품목

식품류 5091 개  21종 87품목 451개(8.8%)

생필품 586 개  4종 10품목 57개(9.7%)

계 5,677 개 25종 97품목 508개(8.9%)

  ※ 동일 상품이라도 제조사가 다를 경우 별도 제품으로 취급

  ㅇ 검사기간  :‘04. 8. 20 ∼ 9.30(40일간)

  ㅇ 검사기관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3) 실량검사 결과 

  ㅇ 검사시료 508개 제품에 대하여 실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량오차에 미달되는 제품이 62개인 것으로 조사 됨

   4) 제품 포장단위에 대한 조사결과 

  ㅇ 실량표시상품 113품목 441개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단위 조사 

    - 국내 대형매장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식품 및 생활용품 

  ㅇ 조사기간 :‘04. 9 ∼ 10(2개월)

  ㅇ 조사결과

    - 동일한 제품이라도 생산업체에 따라 포장단위(크기)가 다양하여 소비자

의 가격비교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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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제품은 포장단위가 너무 다양하여 생산업체의 포장량 조정으로 제

품가격을 변칙적으로 인상할 우려가  있음

＜컵라면 포장단위의 예＞  

회사명  포장단위(g) 제품수

A사  61, 62, 65, 70, 86, 95, 96, 110, 111, 112, 114, 115,     
 121, 123, 184 15개

B사  65, 86, 110, 115, 125 5개

C사  65, 86, 105, 110, 120 5개

＜치약 포장단위의 예＞ 

회사명  포장단위(g) 제품수

D사  80, 90, 120, 160, 170, 175, 185, 200 8개

E사  65, 100, 115, 135, 150, 165, 170, 185, 210, 215, 0.7(L) 11개

F사  80, 90, 125, 160, 175, 215 6개

    - 대부분의 식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한 포장단위 형태로 생산되고 있음

   5) 실태조사결과 분석

  ㅇ 실량미달 상품의 유통에 의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실량표

시상품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 포장단위의 다양화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 포장단위의 복잡성으로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곤란

    - 제조업체의 임의적인 포장단위 변경으로 제품가 인상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포장의 단순화가 필요시 됨

3. 2005년 추진계획
 가. 법정계량기 재 검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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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계량기 재검정(수리, 유효기간만료 및 정기검사)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검

정 및 검사로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 도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준임 

  ㅇ 재검정 및 검사와 관련된 OIML권고규격 기술검토 및 개정(안) 작성

    - 재검정기준 : 14개 품목(저울류 5품목, 수도미터, 가스미터, 연료유미터, 오

일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전량눈새김 탱크, 탱크로리, 전력량계, 열량계)

    - 정기검사기준 : 7품목(저울류 5품목, 전량눈새김 탱크, 탱크로리)

  ㅇ 검정기준 개정안 작성을 위한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

    - 현 기준의 운 상 문제점 파악  

  ㅇ 개정된 기준과 및 기존 기준과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정

 

 나. 실량표시 상품의 관리제도의 선진화 추진 

  ㅇ 계량에관한법률 개정 검토 및 관리제도 개선 

    - 실량표시상품 품목조정 : 실량포장상품의 형대로 유통되고 있지 않는 

품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허용오차 범위 조정 ⇒ 부족량에 대한 허용오차만 규정

    - 외국(EU국가, 중국, 미국 등)의 경우 실량부족량에 대한 허용한계만 규

정하고 있음

  ㅇ 실량포장상품의 검사방법 개선

    - 유통상품 검사에서 포장단계 검사방식을 병행

     ․ 유통상품 검사는 시료 샘플링의 제한성, 실량회수의 한계성 및 유통

중 실량 변화 등의 문제점 상존 

    - 실량부족 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포장단계 검사 방법 개발

  ㅇ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표준화된 실량검사기준 제정

    - EU국가(e-마크제도) 및 미국(국립표준기술원 핸드북 133호) 수준의 실

량표시상품 검사기준 제정

    - 포장단계 실량검사를 위한 샘플링방법 

    - 다상(고체-액체)포장상품 및 고점도 액체상품의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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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ㅇ 계량에관한법률을 현 경제여건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도록 개정 

  ㅇ 계량법 검토 및 개정(안) 작성을 위한 Task Force팀 구성

  ㅇ 계량법 개정 수요조사

  ㅇ 관련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ㅇ 계량법 개정초안 작성 및 공청회

  ㅇ 개량법 개정 최종(안) 작성 

   ※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법정계량기 품목확대

      - 형식인증 사후관리 및 위반자 행정조치

      - 실량표시상품 품목 조정

      - 정기검사 제외대상 개정 등

 라. 법정계량단위의 사용 정착 지속적 추진

  ㅇ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단위를 조사하여 오용

사례를 수정함으로써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

  ㅇ 초․중․고교 교과서 비법정단위 수정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05년도 교과서 편수자료 반

  ㅇ 전국 도로표지판 법정계량단위 실태조사(건교부, 지자체와 협조)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의 표지판 실태조사

    - 현황조사 결과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ㅇ 골프장 법정계량단위 전환조치 지속적 관리

    - (‘04) 54% ⇒ (‘05) 80%

  ㅇ 정부보도자료 및 언론기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여부 모니터링 후 해당기

관에 통보

 마. OIML-MAA 법정계량기 상호인정협정 추진

  ㅇ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는 전 세계 59개국을 대상으로 다자간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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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자동저울, 로드셀) 국제상호인정협정(OIML -MAA) 추진 

  ㅇ OIML-MAA 신청서 및 DoMC(상호신뢰선언) 작성 제출

    - 국내 T/F팀 운  : 신청서류, DoMC, 체크리스트 작성

    - OIML에 국내 계량전문가 CPR 위원으로 추천 

  ㅇ 국제기준에 따른 OIML 인증제도 및 MAA 시스템 구축

    - OIML 인증제도 운  및 MAA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계량에관한법률』개정 시 반

    - 기술표준원에 OIML B 10에 부합되는 품질시스템 구축

  ㅇ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ISO 17025 부합화 추진

    - 로드셀 항목에 대한 ISO 17025(시험기관) 인정 신청

  ㅇ 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비자동저울, 로드셀 시험설비 보강

    - 비자동저울 환경시험실, 실하중시험기, 로드셀 온/습도챔버 등 7점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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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기용품 안전관리

1. 개요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운 되고 있는 제도

로 전기적인 상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사고나 화재발생 

등으로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 되는 제도이다.

   동 제도에서는 안전위해성이 높은 216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

조업체는 반드시 출고전(수입품은 통관전)에 안전인증을 받고 유통시켜야 한

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절차는 국내․외 제조업자가 안전인증관에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신청하면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업체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

을 확인하고 신청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안전인증제도 운 체계를 살펴보면 기술표준원은 법령운 , 전기용품안전기

준 제․개정, 안전인증기관지정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불

법․불량전기용품에 대한 개선, 파기, 수리명령 및 리콜명령을 실시하며, 안전

인증기관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업무와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인증기관은 수행범위별로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

자파장해공동연구소 등 3개 기관을 지정 운 하고 있다.

  ※ 안전인증기관 연락처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산업기술시험원 : 02-860-1114(http://www.ktl.re.kr)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36(http://keeti.re.kr)

    한국전자파연구원 : 031-336-2420(http://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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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전기기

기인증위원회(IECEE)에서 CB시험소로 인정받은 분야이거나 ISO17025에 적합

하여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등록된 분야에 대하여는 제품시험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

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기검사도 역시 일정한 심사원을 확보

한 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시험 또는 인증기

관에서 제품시험과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 그간 추진실적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주요개정내용은 중고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전기용품제조

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불법 전기용품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근거 마련,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않고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

벌강화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이를 그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개선․파기․수

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 다.

  셋째, 불법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불법 전기용품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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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

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 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개정내용 관련법조항 비고

중고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의 도

입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중고전기용품을 수

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제5조제2항 신설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정기검사 의무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안전인

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

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제5조제4항 개정

전기용품 단속 전문

기관 설립

불법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발생의 방지를 위한 불법전

기용품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

문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제10조의2 신설

전기용품 안전인증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

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제15조 개정

 나. 인증실적

  2004년말 기준으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8,174개 업체로 국내 

제조업체가 전체의 51%인 4,155개 업체이며 외국제조업체는 전체의 49%인 

4,019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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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인증현황, ‘04.12.31 현재>

인증기관명
제조업체수 인증건수

국내 외국 계 국내 외국 계

산업기술시험원 537 1,387 1,924 3,312 5,816 9,128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2,992 1,954 4,946 12,872 6,212 19,084

한국전자파

연구원
626 678 1,304 3,163 1,898 5,062

계 4,155 4,019 8,174 19,347 13,926 33,273

 다. 불법․불량 전기용품 사후관리실적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불법․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

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후관리방법은 크게 안전인증을 받지않고 유통시키는 불법 전기용품에 대

한 단속, 안전인증은 받았으나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유통시킨 불량전기

용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그리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공장심사

제도가 있다.

  정부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않은 불법제품에 대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과 안

전기준에 미달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고, 개

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매채를 통한 사실의 공표․교환․수리․환불 등 명령을 실시한다. 불법제

품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 또는 징역을 처하도록 해당 사법기

관에 고발조치한다.

  민간 안전인증기관에서는 안전기준에 미달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때, 안

전인증시의 조건부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취소를 한다.

  또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

은 모델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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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시판품 조사결과

품목수 업체수
시험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28 234 129 105
부적합업체 안전인증취소 또는 

개선명령

2004년도 불법 전기용품 단속결과

(단위 : 업체수)

계 기술표준원 시․도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174 52 30 92

2004년도 중고 수입복사기 단속 결과

조사업체 적법 수입업체 불법 수입업체

60업체 21,292대 8업체 12,386대 52업체 8,806대

3. 추진계획
  신제품, 신개발품이 새로이 출시되는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전기용품안전관리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그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만 개선․파기․수거
명령 대상이었으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지 않
을 경우에도 개선․파기․수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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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기검사결과 자체검사 및 제품시험 등에 우수하게 평가된 제조업체에 대
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함.

 다. 빙수기, 반신욕조, 음식물처리기 등 신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품목으
로 추가지정함.

  또한, 국내 개발제품이 한번의 안전인증으로 수출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전기전자분야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있는 APEC/SCSC(표준적합성 소위원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금년중

에 한․일간 전기용품분야 MRA 타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한․중간 향후 

MRA 추진에 대비하여 양국간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제2차 한․중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2005년 6월중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

이다.

  민간차원에서는 다자간 MRA를 운 중인 국제전기기기인증위원회(IECEE)

의 국가인증기관(NCB) 및 시험기관(CBTL)의 인증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

이다.

  또한 금년에는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중 유통상

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세관 통관자료 분석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

고 수입되는 불법 전기용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2절 공산품 안전관리

1. 개요
  공산품의 취급․사용으로 인한 안전위해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안전

검정제도 및 품질표시제도를 운 하고 있다.



제2절 공산품 안전관리  209

 가.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공산품 안전검사제도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안전검사기관에서 모델별

로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검’자 마크 및 안전검

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유통토록 하는 제도이다. 여

기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

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

품으로 표 1에서와 같이 유모차 등 39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안전검사기준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공산품별로 정하

여 고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열

람할 수 있다. 또한,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은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 8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다.

<표4-2-1>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목록
분 야 안전검사대상공산품 (39품목)

섬 유 (3)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화 학 (9)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

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브레이크액, 자동차용안전유리, 자동차용재생

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크레용․크레파스, 유해물질함유 화학제

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금 속 (3)
가정용압력냄비․가정용압력솥, 휴대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생활용품

(24)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작동완구․비작동완구

[유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젖병․젖꼭

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물놀이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비비탄

총,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가스라이터, 보온용기,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미끄럼방지

타일, 바퀴운동화, 쇼핑카트, 어린이놀이기구, 유아용의자, 자동차용정지표지판, 휴

대용레이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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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검

사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제품 설명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안전검사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은 업체는 해당 공산품 또는 그 용

기 및 포장에 안전검사합격표시(‘검’ 마크)와 안전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

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위의 표시사항을 위반하 거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

한 제품은 개선․파기․수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안전검

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제품에 허위 표시를 한 제조․수입업자와 미필 제

품을 판매하거나 업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나. 공산품 안전검정제도

  공산품 안전검정제도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정대상공산

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할 경우 안전검정기관에서 안전검정을 합

격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에 ‘안전’자 마크 및 안전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여 유통할 수 있는 자율제도이다. 여기서,「안전검정대

상공산품」은 소비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

으로 표 2에서와 같이 반사안전조끼 등 31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다.

  안전검정기준도 대상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술표

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안전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정기관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다.

 다. 공산품 품질표시제도

  공산품 품질표시제도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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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게 이의 준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는 의류 등 2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표4-2-2>               품질표시대상공산품 목록
분 야 품질표시대상공산품 (24 품목)

섬유제품
(4)

의류, 한복, 수의류, 그밖의 섬유제품(양말,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올, 넥타이, 이불, 요, 가방)

화학제품
(10)

화장비누, 표백제, 화장지(두루마리 및 평면), 1회용기저귀(유아용, 

성인용), 합성수지제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연질염화비닐(PVC)호스, 

합성수지제필름, 섬유유연제, 습기제거제, 탈취제

생활용품
(6)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안경테, 선 라스, 우산․양산, 가구

귀금속품
(4) 목걸이, 반지, 수저, 그밖의 귀금속가공상품

2. 그간의 추진실적
 가.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 신설

  현재 세정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등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들이 

어린이들도 쉽게 뚜껑을 열 수 있는 일반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제품에는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에는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해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생

리학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소량을 마시더라도 어른에 비

하여 치명적일 수 있으며 중독에도 약하다.

  미국, 카나다, 국 등의 선진국은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독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수가 6분의 1 수준

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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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하여 2004년 10월에 특정 화학제품의 제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 으며, 

200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품목 확대

  소비자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

다. 2003년에 안전검정대상공산품 및 새로 안전위해성이 대두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이 결과를 토대로 「품질경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바퀴운동화, 어린이놀이기구, 휴대용 레이저용

품, 유아용 의자, 크레용․크레파스,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쇼핑카트, 미끄럼방

지 타일,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등 9개 품목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

정하 다. 또한, 어린이 안전모를 검사대상에 추가하는 등 운동용 안전모, 물놀

이기구, 휴대용 사다리, 헬스기구 등 4개 기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검사대상 

범위를 확대하 다. 그밖에도 안전검정대상공산품으로 스케이트 보드 등 3개 품

목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섬유유연제 등 3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 다.

 다. 안전기준의 국제수준화

  2004년 상반기에는 완구, 유모차, 보행기 등 어린이용품의 안전검사기준을 

강화 개정하 다. 2004년 9월에는 바퀴운동화 등 안전검사/안전검정/품질표시

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된 15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새로 

제정하 고, 운동용 안전모 등 검사범위가 확대되는 4개 품목의 안전검사기준

도 강화 개정하 다. 또한,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등 3개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표시항목을 신설하는 등 주의․경고 표시를 강화하 다.

3. 추진계획
 가.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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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안전검사제도는 선진국에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관리하는 품목에 대

하여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치명적인 

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안전검정제도와 품질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

는 개선 건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적인 지시규제에서 탈피 사업자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성과 규제 형태인 공급자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공산품 안전관리의 근간으로 하고,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불량품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은 안전인증제도로 철저히 관리하

며, 새로 안전위해성이 대두되는 공산품은 관리품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위해경보발령제도를 신설하고, 품질

표시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전부 개

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 어린이용 제품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새로운 캐릭터 완구, 놀이용품 등이 출시되면서 어린이용 제품 시장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원의 2004년도 위해정보 수집 분석 결과 만14

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위해사고가 전체의 37.6%(3,344건)에 달하고 있는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우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어린이용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

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정 시 유해화

학물질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함유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 관

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위해의 우려가 있는 불

법․불량 어린이용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단속․계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즉, 현재 시․도 단속 사후관리체제

를 시민참여형 민․관 합동체제로 개편하고 시중 유통 상품에 대한 조사를 강

화하며,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포장 의무제도의 신설에 따라 세정제, 얼룩제거제 등 7개

의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하여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하는 공산품으로 선정하

고 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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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승강기 안전관리

1. 개 요 
  ‘91. 1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 검사업무를 수행해 온 이래 ’97. 7 산업용승강기와 

일반용승강기의 안전규제를 기술표준원에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 오던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01. 10월부터 동법에 의거 관리하는 등 승강기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선진외국의 기

술동향을 분석. 도입하여 국내 승강기산업기술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술표준원에서 관리하

고 있는 승강기관련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자(관리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완성검사 :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실시

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완성검사를 받은 후 매년 주기적(1년)으로 받는 검사

    - 수시검사 :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및 

왕복 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

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자체검사 :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승강기운행에 관한 점검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는 검사

  ㅇ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

여 검사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 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센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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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승강기 보수업자는 규정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보수업 종사자, 검사자, 안전관리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운행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승강기의 제조 및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사

용년한이 15년 이상이거나, 월3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노후승강기 등에 

대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관리함

2. 추진실적
 가. 승강기검사기준 개편 추진

  국내 승강기 검사기준의 선진화를 위해  EU Directive에 대응하는 규격으로 

안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기준 선진화 조사연구」사업을 추

진하 다. 승강기 검사기준은 승강기의 설계, 제조, 설치, 시험 및 검사 등을 

총 망라한 안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다(EN81-1 : 로프식 엘리베이터, EN81-2 : 유압식엘리베이

터, EN115 : 에스컬레이터, EN81-3 :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 ISO 9386-1, 2)

 나.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검사기준 개정

  종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 오던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01. 10월부

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리토록 하게됨에 따라, 휠체어리프

트 검사기준을 제정 고시(2001. 10. 13)하고, 기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2002. 

10. 18까지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 다.

  기준 제정 당시 ISO9386-1(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및  ISO9386-2(경사형 휠

체어리프트) 외국규격을 도입하여 국내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

구조에 맞지 않고, 적용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보호대 높이 등 검사항목은 국

내 장애인의 신체적 구조와 특성에 맞도록 검사기준을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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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승강기 비상정지장치 설치의무 확대

  현재 16층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보조안전장치(상승방향과속방지장

치, 개문발차방지장치)를 15층이하의 건축물에도 설치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5층이하의 신규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노후, 수리불능 등으로 교체되는 승강기, 기존 건축물에 신규로 설치

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도 보조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 다.

 라.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검사기준 제정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등 건물의 공간활용 및 미적외관을 위하여 기

술개발을 통해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의 안전검사는 대체검사기준 인정 등 상당한 

시간소요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승강기 제조업체의 불만을 초래하 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강화를 통하여 승

강기 이용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의 승강기 안전기준인 

EN기준을 전면 도입한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2005. 

12. 1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가.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도입

  유럽 등 선진국은 승강기안전을 위해 설계․제작 등 출시전 단계부터 검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승강기 주요 안전부품에 대하여 기

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형식승인제 폐지(‘99. 2. 5)로 불량품 유통에 대한 통제 수

단 및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저질부품이 양산 및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승강기부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

하기 위해 EU Lift Directive(95/16/EEC)에서 규정하고 있는 CE마크 인증제

도를 벤치마킹, 국내에 도입하여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등 승강기 주요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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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및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제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 승강기 검사기준의 선진화

  국내 승강기검사기준이 일본의 검사기준을 토대로 미국, 캐나다 등의 기준

을 부분적으로 혼합 도입 운 함으로서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선진외국

의 경우 검사기준과 규격간의 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규격과 검사기준간의 연계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승강기검사기준을  EU Directive 대응규격으로 안전기준을 제

정하고 승강기분류체계를 유럽식으로 개편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다. 승강기 안전관리의 내실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4개 승강기 

검사기관에 위임된 승강기관련 업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검사기관

별로 법정검사(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의 수임태세, 검사인력 및 장비보

유 등을 점검하여 승강기검사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

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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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물류표준설비 인증

  

기  본  방  향

◇ ULS 보급․확산을 통한 일관수송시스템의 구축 ※ ULS (Unit Load System)

◇ On-line상의 EDI정보와 Off-line상의 물류정보의 일치를 통한 물류정보시

스템의 구축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국내표준과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통한 물류 규격의 세계규격화  

1. 법적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2003. 7. 30)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2004. 6. 22)

  ○ 물류표준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4호 : 04. 7. 9)

2. 물류표준 인증설비의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물류표준화 실태조사 및 물류관련 규격의 정비․신규개발 보급하고, 「유니

트로드시스템」을 토대로 하는 물류표준화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물류표준활

성화 방향 정립하며, 물류관련 규격의 정비, 신규개발 및 기업내 물류표준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물류표준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물류표준실천 및 국제동향 

세미나 개최하고, 일관파렛트화 추진 모범사례집 발간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정

부조달물자에 대한 일관파렛트화 사업을 추진한다.

3.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
 가.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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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의 목적은 물류설비에 대한 표준인증제 실시로 물류

설비의 표준화를 촉진시키고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물류비 

및 국가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현황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운송․보관․하역․포장․정보 등 물류활동에 사용된 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1.2∼2배의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및 기

업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년도별 국가 및 기업물류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97 ‘99 ‘02 ‘02 ‘02

 국가물류비(GDP대비) 12.5 12.9 12.7 8.7 8.4

 기업물류비(매출액대비) 12.9 12.5 9.9 7.5 5.0

자료 : 한국교통개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국가표준 활용율은  우리나라가 30%인 반면, 일본 45%, 미국 60%, 유럽 

90%로 일관수송용 표준설비의 사용율이 매우 저조하며, 하역기계화율도 완전

기계화 11.3%, 일부 기계화 75.6%로 표준파렛트 사용을 위한 포장 및 하역의 

기계화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류설비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10종(1,000만매)의 파렛트 중 국가표준규격(T-11, 300만매) 30%, 비

표준규격(9종 700만매) 70%를 사용하고 있어 개별기업별 비표준 파렛트 과다

보유로 일관수송체계를 저해하고 있다.

  물류설비의 표준화, 물류정보화 등 물류 Infra의 확충을 통한 물류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 물류표준설비인증 체계

  기관별 역할을 보면 기술표준원은 물류설비 인증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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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 지정․취소․사후관리, 표준규격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와 인증서 수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인증심사기관은 물

류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비 리 법인으로, 인증심사에 관한 제반사항 시행, 

인증심사 기준에 의한 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결과 기술표준원에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검사기관은 KOLAS 인정 시험기관 중에서 품목별로 지정, 

품목별로 제정된 표준규격에 의한 설비검사를 수행한다.

 라. 물류설비 표준규격

  표준규격은 기술표준원장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을 한국산업규격을 참고하여 정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표

준규격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과 연월일을 고시한다.

  기술위원회는 기술표준원장이 분야별로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표준규

격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위원은 물류관련부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물류담당관,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 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기업의 물류담당 부서장 이상 및 물

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기술분야 담당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기술표준원

인증심사기관 인증검사기관

인증수요자

검사신청인증신청
검사성적서
발급

심사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심의결과
통보

심사결과
보고

공급자  및  사용자

* 인증제도  관리  · 운영

* 인증  · 검사기관  지정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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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인증대상
  인증대상 물류설비는 파렛트, 무인운반차, 트럭 등 수송․배송설비와 포장박

스, 용기, 자동창고 등 보관․하역설비 그리고 포장기, 자동분류기 등 분류․

포장설비이며,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 바코드 등 물류정보화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인증대상업체는 상기 분야의 물류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와 사용하는 업체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바.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생산 또는 사용업체에서 소정의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를 작성

하여 수수료와 함께 인증심사기관장에게 제출하면, 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고시

한 물류인증 표준규격에 따라 인증검사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인증심사원을 포

함하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의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심사기관장은 제품시험성적서와 현장심사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기술

표준원장에게 인증심사결과를 보고하면, 기술표준원에서는 전문위원회를 개최

하여 인증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부여로 심의된 업체에 대하여 산업자원

부 명의의 인증서를 부여하게 된다. 

수송  · 배송설비 파렛트 , 지게차 , 무인운반차  등

보관  · 하역설비 파렛타이저 , 랙설비 , 포장박스용기  등

분류  · 포장설비 자동분류기 , 포장기 , 바코드인식기  등

물류정보화설비 EDI, RFID, 바코드  등

기                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물류설비

공      급      자 설비  생산  · 수입  ·  공급하는  업체

사      용      자 설비  사용  업체  및  물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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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표 준 원 에 서  교 부
   -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명 의 로  발 부

인 증 서  교 부
(기 술 표 준 원 )

○  각  인 증 심 사 기 관 에 서  상 정 된  내 용 을  심 의
   -  물 류 표 준 설 비 전 문 위 원 회 에 서  종 합 심 의

○  인 증 심 사 기 관 에 서  수 행
  -  인 증 심 사 기 준  및  지 침 에  의 함

서 류  및  현 장 심 사
(인 증 심 사 기 관 )

○  신 청 서  및  첨 부 서 류  검 토
  -  미 비 서 류  보 완

신 청 서  검 토
(인 증 심 사 기 관 )

○  품 목 별  인 증 검 사 기 관 에 서  수 행
  -  표 준 규 격  및  기 준 에  따 라  시 행

제 품 시 험
(인 증 검 사 기 관 )

○  소 정 의  양 식  및  첨 부 서 류  작 성  · 제 출
  -  인 증 심 사 기 관 에  신 청 (수 수 료  납 부 )

신 청
(생 산 /사 용 자 )

인 증 심 의
(기 술 표 준 원 )

  그러나, 현재는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인증검사와 인증심사를 기술표준

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인증절차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상세한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류표준설비인증신청서[물류표준설

비인증요령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4호(2004. 7. 9) 별지 제6호 서식)에 다

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설비 개요

   - 신청설비 규격․사양․구조 등의 설명서

   - 외관도 또는 사진

 2) 제품검사

  제품검사는 인증신청을 하면 기술표준원에서 물류표준설비 인증규격에 만족

하는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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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심사

  현장심사는 물류설비를 제조 또는 사용하는 현장의 조건이 다음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인증심

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물류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유통관리사 또는 물류관리

사 등 물류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인증심사기준은 물류표준화 관리, 물류표준화 수준, 공정관리 및 제품관리 

등 크게 4분야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공정관리와 제품관리 심사가 생략된다.

  4개의 분야로 구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 물류표준화 관리(30점)

   - 경 자의 표준화 의지 및 실천노력 여부

   - 물류표준화의 전사적 실시 여부

   - 물류표준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점검, 시책 수립 및 추진여부

   - 물류관리에 대한 외부기관의 교육 수강여부

   - 물류관리에 대한 사내교육 실시여부

   - 물류관리 조직, 업무분담 및 운

   - 물류비 산정 및 활용 여부

  ◆ 물류표준화 수준(30점)

   - 물류관련 KS규격 보유 및 활용상태

   - 물류표준화 년도별 계획수립 및 실시상태

   - ULS의 중요성 인식 및 도입실시 검토 여부

   - 물류표준설비의 사용실태

   - 물류정보시스템 활용실태

   - 생산 또는 사용시 물류표준화 추진실태

  ◆ 공정관리(20점)

   - 공정관리 규정 설정 및 실시여부

   - 작업표준설정 및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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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검사 절차설정 및 실시여부

   - 공정관리 담당자의 공정관리규정 숙지여부

   - 공정불량품 처리절차 및 조치상태

   - 공정분석을 통한 물류비절감 활동상태

   - 작업방법 분석 및 활용상태

  ◆ 제품관리(20점)

   - 제품검사 실시여부

   - 검사결과를 제품관리 및 공정관리에 반 여부

   - 불합격품의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강구여부

   - KS 또는 인증검사기준에 의한 시험여부

   - 제품관리 담당자의 별도지정 여부

   - 품질관리기법의 실시여부

   - 제품의 관리수준

  현장심사의 합격기준은 생산자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며, 사용자는 60

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한다.

   4) 인증부여

  인증부여는 제품검사 결과와 현장심사결과서를 물류인증 전문위원회에서 인

증부여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부여로 가결되었을 때 인증을 부여한다.

전문위원회는 물류담당부처의 물류담당과장, 대학에서 10년 이상 물류관련분

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이상,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이상, 기업의 이사 

이상인 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서비스표준부장, 간사

는 물류교통표준과장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

면 아래의 국문 및 문 인증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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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설비인증서

   1. 인증번호 : 제   호

   2. 법 인 명 : 

   3. 대표자의 성명 : 

   4. 소 재 지 : 

   5. 인증물류설비

     가. 설비명

     나. 규격 :

     다. 사양 :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 물류표준설비규

격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물류표준설비인증서를 교부합니

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인

Certificate of Standardized Logistics Equipment

   1. Certificate No. :

   2. Company : 

   3. President : 

   4. Address : 

   5. Certified Logistics Equipment

     1) Name :

     2) Type, Class or Designation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forementioned equipment is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of logistics equipment and   

certification criteria under Article 27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dustry Promotion Act.

                                    .           .         .

                                                         

                                      Minister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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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받은 업체는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물

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당해 설비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도안설명

물류표준 문표기인 Logistics Standards의 이니셜 “LS"에 정사각의 물류표

준파렛트를 의미하는 도형과 이미지화하여 안정되고 일관성있게 동일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발전적 물류시스템을 상징

   5) 지원제도

  ○ “농산물 물류설비표준화 자금” 보조(농림부)

    - 대상품목 : 물류표준설비인증 받은 설비만을 대상으로 50% 보조

    - 지원한도 : 2억원/조직당

    - 지원대상 : 생산자조직, 농산물 공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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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 광폭차량, 랩핑기, 밴딩기, 자동포장기, 제함기, 테이핑기, 

라벨기, 전동차, 지게차, 금속제 평 파렛트, 컨베이어, 파렛트트럭, 도크기

        (결속기, 선별기, 선과기, 당도측정기, 마늘분쇄기, 비파괴당도측정기, 

진공포장기, 세척기, 오토첵크라인, 공기압축기)

  ○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산업자원부)

    - 지원대상 및 금액

     ․유통정보화 : 20억원 이내

     ․물류표준화․자동화 : 20억원 이내

     ․물류공동화 : 50억원 이내

     ․인증물류설비 : 30억원 이내(포장컨설팅은 10억원 이내)

    - 융자조건

     ․금리 : 연 4.9%

     ․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지원범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운전자금은 지원액의 3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재경부)

    - 대상업종 : 물류산업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

미널운 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

비스업, 예선업, 파렛트임대업)

    - 감면비율

     ․수도권지역 : 10/100        ․수도권 이외지역 : 15/100

    - 기간 : 2005. 12. 31 이전

    - 세금종류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재경부)

    - 대상시설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자동창고시스템

     ․전자상거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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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급망관리(SCM)시스템

    - 공제비율 : 3/100 (중소기업의 경우 7/100)

    - 기간 : 2006.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

    - 세금종류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재경부)

    - 대상설비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저온보관고, 운반용 화물자동차, 판매

용 진열대,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이어시스템, *창

고시설,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파렛타이저, *선반(랙), *파

렛트트럭,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무선상품

리더기 및 안테나)

    - 공제비율 : 3/100

    - 기간 : 2006.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

    - 세금종류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종합물류업인증” (건설교통부 : 예정)

    - 대상 : 물류표준설비인증 업체에 가점부여

   6) 2004년 인증실적

  □ 인증업체 (8업체 7품목 12개 설비)

인증서 
번호 업체명 대표자 설비명 규격

2004-
001 제일산업(주) 손명섭 골판지 상자

양면, 2중양면

표준모듈 69종

2004-
002

(주)에이펙 손명섭 골판지 상자
양면, 2중양면

표준모듈 69종

2004-
003 태림포장공업(주) 고삼규 골판지 상자

양면, 2중양면

표준모듈 69종

2004-
004 한국컨테이너풀(주) 서병륜

플라스틱 운반용

회수용기
중첩형, 적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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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번호

업체명 대표자 설비명 규격

2004-
005 한국파렛트풀(주) 서병륜 평 파렛트

목   재 : 1100×1100×144 (2
방향차입, 양면)
플라스틱: 1100×1100×150 (4
방향차입, 한면, 양면)

2004-
006 (주)못지엔지니어링 추경인 롤러 컨베이어

곡선형(신축프리 롤러식), 

50∅×360, 460, 610

2004-
007

용마유통 주식회사 김인호 평 파렛트
플라스틱 : 1100×1100×150 (4방

향차입, 양면)

2004-
008

〃 〃 파렛트 랙 복열형(유효입구:2500)

2004-
009

〃 〃 포크리프트 트럭 내연기관식, 전기식(축전기)

2004-
010 〃 〃 롤러 컨베이어

곡선형(신축프리 롤러식), 

50∅×450

2004-
011 주식회사 레스코 조 삼 평 파렛트

플라스틱 : 1100×1100×150 (4

방향차입, 한면, 양면)

2004-
012 〃 〃 파렛트 랙

단열형(유효입구:1400),

복열형(유효입구:2500)

[참고]

※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이란?

  - 하역작업의 혁신을 통해 수송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중량 또는 체적으로 단위화시켜 일괄해서 기계

를 이용하여 하역, 수송하는 시스템″을 말함

  - 우리나라는 포장, 유니트로드 치수, 파렛트, 물류기기 및 수송기관 상호

간에 정합성을 갖도록 일관 수송용 파렛트(1,100㎜X1,100㎜)를 기본으

로 체계화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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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신기술인증(NT)

1.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ㅇ 신기술 인증은 1987년부터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사업을 추진

하면서 많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실제 실용화에 성공한 개발기

술은 많지 않아,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는 우선적으로 신기술 및 그 상품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술표준원이 담당하도록 하 다.

  ㅇ 기술표준원은『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요령』(공업진흥청고시 164호 1993. 

5. 21)을 제정 고시하게 됨에 따라 신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ㅇ 한국신기술인증(NT) 제도의 근본취지는 정부가 기업체로 하여금 개발된 

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조장하고자 하여, 개인적 

으로는 국가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있는 기술 및 상품의 평가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나. 사업목적

  ㅇ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기업의 기

술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평가하여 인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추진경과

  ㅇ 제정 1993. 5. 21  공업진흥청고시 제1993-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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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개정 1999. 7. 9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123호

  ㅇ 개정 2001. 4. 9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215호

  ㅇ 개정 2001. 5. 8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241호

  ㅇ 개정 2003. 4. 23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367호

  ㅇ 개정 2004. 3. 31  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호

 라. 사업내용

   1) 기술평가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실용화한지 3년 이내의 제품 또는 개발된

지 3년 이내의 제조기술로 한다. 다만, 개념적 기술, 당해 기업 생산라인에만 

사용되는 범용성없는 제조기술, 이미 국내에서 보편화된 기술 및 다음 각 호

에 관련된 기술은 제외한다. 

    ① 식품

    ② 의약품 및 전문 의료기기

    ③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자동차 등의 완성품(다만 부품은 제외)

    ④ 건설 시공기술

   2) 신청 : 별지 제1호의 서식

   3) 기술평가 

    ① 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인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평가를 실시하

며, 제품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품이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할 경우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에서 제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는 현장(공장)실사 및 개발된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평가(이

하“제품평가”라 한다.)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실사시 

사업장은 있으나 일부 자체 공장없이 하청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우

수한 신개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청공장(국

외 하청공장 포함)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제품평가기준은 주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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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위주로 평가기준을 작성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기술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위원회 및 신

기술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기술평가 과정중 부적합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절차를 생략하

고 직접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회부할 수 있다.

    ⑤ 제품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한 경우 기술원 이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기술개발촉

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업체의 

시험결과는 제품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4)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5) 신기술평가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① 신기술인증 대상여부

    ② 제품평가기준(안) 검토 및 작성

    ③ 기술평가의 계속 진행여부

    ④ 현장실사 여부

    ⑤ 인증위원회 참여위원 선정

    ⑥ 기타 인증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6) 신기술인증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① 신기술에 관한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② 신기술의 표시사항 및 이의신청

    ③ 종합평가보고서

    ④ 제품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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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

   7) 처리기간 : 3개월

  평가기준 작성, 내구성 시험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비용 : 무료 

  제품평가를 기술원 이외의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에

게 동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현장이 해외 하청공장일 경우에는 전문가 2인 이내 및 기술원 품목담당자 1인

에 대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9) 신기술인증제품의 지원사업내용 

  기술원장은 품질인증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

의 지원사항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및 

그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② 창업지원자금의 자금 융자

    ③ 외화대부등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④ 정부 및 공공기관등의 우선구매 

    ⑤ 기계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다음 각목 이행보증

       가. 입찰보증     나. 계약보증   다. 차액보증

       라. 지급보증     마. 하자보증

    ⑥ 인증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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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수수료 : 무료

수시접수

▽
신청서류 간소화

평가위원회 심의 기술성 위주의 현장실사

평가기준 작성

▽
성능 등 신뢰성 입증을 위한 시험․평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

결과,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업체의 시험결과 활용)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

(인증여부 결정)
제품시험 결과

현장실사 결과
▽

인증서 수여 수여식 개최

 바. 접수안내

   1) 접수 : 기술표준원 민원실

    - ☏ 02-509-7213∼4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2) 소관부서 분류

    - 에너지자원표준과 (☏ 02-509-72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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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실적 및 지원실적
 가. 인증실적

  ㅇ2004. 12월현재 2,581품목이신청되어 663품목이인증을 획득하 다.(25.7%)

(단위 : 품목수(업체수))

년도 신청접수 인 증 부적합․반려 인증율(%)

1993

∼1995
310 101(97) 209 32.6

1996 218 34(33) 184 15.6

1997 159 46(44) 113 28.9

1998 207 59(57) 148 28.5

1999 205 50(49) 155 24.4

2000 258 47(45) 211 18.2

2001 340 83(82) 257 24.4

2002 343 82(81) 261 23.9

2003 260 77(79) 183 29.6

2004 281 84(85) 197 29.9

총 계 2,581 663(652) 2,581 25.7

 나. 지원실적은 제3절 우수품질인증 2~3항  참조



제3절 우수품질인증(EM)  239

제3절 우수품질인증(EM)

1.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1) 정부가 추진하던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이 국산개발제품의 성능에 대한 사용자

의 신뢰성 부족(품질성능미흡 78%, 내구성 부족 10%)으로 조사된 바, 이러한 

수요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성이 보장된 국공립기관에서 국산 개발

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이에 따라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시 [한국경제의 세계

화를 위한 자본재 산업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시행토록 반 되었다.

 나. 사업목적

  ◦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자본재산업의 육성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추진경과

  ◦ 제정 1995. 7. 1  공업친흥청고시 제1995-219호

  ◦ 개정 1999. 7. 3  기술표준원고시 제1999-113호

  ◦ 개정 2001. 4. 9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216호

  ◦ 개정 2001. 5. 8  기술표준원고시 제2001-242호



240  제5장 기술평가 및 인증

  ◦ 개정 2003. 4. 23.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368호

  ◦ 개정 2004. 3. 31. 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06호

  ◦ 개정 2004. 7. 8. 기술표준원고시 제2004-348호

 라. 사업내용

  ◦ 품질인증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부품∙소재와 동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계류(다만 신청일 당

시 3년 이전에 일반화된 기술,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

품은 제외) 

  ◦ 신청 : 별지 제1호의 서식

     ① 개발된 제품설명서 

     ② KS, ISO 등 국가 및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승인서 또

는 평가서 

  ◦ 품질평가 

     ① 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신청이 있을 때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② 품질평가는 현장(공장)실사 및 제품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규정에 의한 품질평가를 위하여 품질인증위원회 및 

품질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1년 이내에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유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평가

를 신청한 경우에는 품질시스템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

된 제품의 품질인증신청에 대하여는 제품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실 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업체

의 시험결과로 제품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평가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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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품질인증대상 여부 검토

     ② 제품평가기준(안) 검토

     ③ 현장실사여부 결정

     ④ 인증위원회 참여위원 선정

     ⑤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인증위원회의 기능

     ① 제품평가기준의 적정성 여부

     ② 품질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품질인증 여부

     ③ 현장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④ 종합평가보고서 심의

     ⑤ 기타 품질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

 ◦ 처리기간 : 3개월

 ◦ 비용 : 무료 

 ◦ 신기술인증제품의 지원사업내용 : 기술원장은 품질인증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② 창업지원기금의 자금 융자

    ③ 외화대부 등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④ 기계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입찰, 계약, 차액, 지급, 하자 보증 등의 이

행보증 우대

    ⑤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구매

    ⑥ 품질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기술 및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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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수수료 : 무료

수시접수

▽
신청서류 간소화

평가위원회 심의 기술성 위주의 현장실사

평가기준 작성

▽
성능 등 신뢰성 입증을 위한 시험․평가

(자체 시험데이터 인정)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

(인증여부 결정)
제품시험결과

현장실사결과
▽

인증서 수여 수여식 개최

 바. 접수안내

  ◦ 접수 : 기술표준원 민원실

    - ☏ 02-509-7213∼4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 신청안내 : 자본재표준과 (☏ 02-50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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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실적
  ◦ 2005. 5월 현재 2,541품목이 신청되어 1,046품목이 인증을 획득하 다.

    (인증율  41.2%)

                                                        (단위 : 품목수)

년도 신청접수 인 증 부적합․반려 인증율(%)

1995 343 70 115 20.4

1996 391 166 181 42.7

1997 247 136 187 55.1

1998 194 113 135 58.2

1999 160 85 86 53.1

2000 156 49 102 53.1

2001 154 47 80 30.5

2002 242 86 101 35.5

2003 217 112 140 51.6

2004 277 117 122 42.2

2004년 5월 현재 97 28 67 28.9

누 계 2,478 1,009 1,316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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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제품 실효성 조사결과
 가. 목적

  ◦ 기계류․부품․소재 등 자본재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

기술인증(NT) 및 우수품질인증(EM) 제도의 효과측정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강구를 위해 매년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경 일반 및 지원결과(매

출, 자금지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 조사대상 : 330업체 ( ‘01. 5. 1 ∼ ’03. 4. 30. 기간중 인증받은 업체)

     * (참고사항) 인증유효기간 이내 총 업체수 : 507업체

  ◦ 조사기간 : 2004. 5. 1 ∼ 2004. 5. 31

  ◦ 응답현황 : 298업체 (90.3%, 우편응답 258 + 방문조사 40)

  ◦ 회신현황

                                                    (단위 : 업체수)

구분 대상업체 미응답업체
응답업체(대기업) 응답율(%)

 ◦ 합계 330 258 (29) 78.1 72

  - EM 167 121 (13) 72.5 46

  - NT 163 137 (16) 84.0 26

 다. 조사결과

 □ 인증업체의 일반현황

  ◦ 조사응답업체 : 298업체

    - 중소기업 : 90% (269업체),  대기업 : 10% (29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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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업체분포 : 수도권(68%), 남(17%),충청(11%),호남(4%) 등

 □ 매출현황

  ◦ 인증업체의 매출현황

    - 총 매출액 : 전년대비 8.4% 증가 

      ∙ (`02) 52조 7,619억원 → (`03) 57조 1,904억원 

        * ‘02년도 국내제조업 매출증가율 : 8.3%

    - 수출 : 12.6% 증가

      ∙ (‘02) 198억$ → (’03) 223억$

        * ‘02년도 국내제조업 수출증가율 : 5.8%

    - 내수 : 5% 증가

      ∙ (‘02) 29조 325억원 → (’03) 30조 4,833억원

  ◦ 인증제품의 매출실적

    - 총 매출 : 전년대비 27.5% 증가

      ∙ (`02) 1조 9,058억원 → (`03) 2조 4,304억원

    - 수출 : 전년대비 31.1% 증가

      ∙ (`02) 11억 1백만불 → (`03) 14억 43백만불

      ∙ 수출증가업체 : 100%이상 43업체, 300%이상 17업체

    - 내수 : 전년대비 18.6% 증가 

      ∙ (`02) 5,976억원 → (`03) 7,087억원

 □ 인증제품 우선구매실적

  ◦ 총 우선구매실적 : 37.6% 증가 

    - (`02) 56업체 1,401억원 → (`03) 59업체 1,928억원

  ◦ 구매기관별 우선구매실적 

    - 정부(조달청, 철도청 등) : 11% 증가 (553억원)

    - 지자체(서울시 등) : 51% 증가 (226억원)

    - 공공기관(한전, 도공 등) : 54% 증가 (160억원)

    - 기타(대기업, 금융기관 등) : 78% 증가 (9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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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지원실적

  ◦ 정책자금지원 : 19% 감소 (금액기준) 

    - 자금수혜 업체수는 전년대비 11% 감소

    - (`02) 79업체 476억원 → (`03) 70업체 386억원

 □ 인증업체 건의사항

  ◦ 우선구매제도의 개선

    - 정부 및 정부 이외의 공공기관마다 상이한 구매제도 운

  ◦ 마케팅지원의 활성화

    - 전시회 참가, 상품광고, 해외마케팅, 홈페이지 운 지원

  ◦ 기타 : 다양한 보증상품,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

4. 향후계획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창출을 위한 국․외 홍보강화

  ◦ 인증제품 수출 등 해외 홍보용 문종합카다로그 제작․배포

    - 제작분야 : 자동차분야 등 7개분야 약 320품목

    - 배 포 처 : 국내․외전시회, KOTRA해외지사, 무역협회 등

  ◦ 인증제품의 상설전시장 운  (2005. 1∼12)

    - 년중 30품목 상설전시 (기술표준원 본관 로비)

  ◦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촉진대회 개최 (2005. 11. 2)

    - 개발유공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 신기술실용화 심포지움

  ◦ 2005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선정 사업추진 (2005. 12.)

    -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산업, 생명과학 등 제조업 전분야

    - 세계 최초․최고급 기술의 권위있는 세계적인 기술선정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유명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인증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유명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 국 내 : 2005년 서울국제공작기계전 등 전시회에 참가비 일부지원

    - 국 외 : 유명 국제전시회 참가비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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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우선구매활성화

  ◦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활성화 추진

    - 조달청 「우수구매」선정심사시 우대 (지속추진)

    - 우선구매 기여도가 큰 정보․공공기관의 담당자 적극 발굴 및 포상확대

(2005. 11. 2.)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홍보세미나 개최

     - 매년 하반기 1회 개최

 □ 인증제도의 활성화

  ◦ 인증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연계추진 (지속추진)

    - 신기술인증과 관련한 세계일류상품을 매년 25개씩 4년간 100개 발굴

    - 신개발기술의 LABCON Plan 육성시책과 연계추진

    - 인증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ISO, IEC 등) 적용으로 인증

평가 수준의 선진화

    - 인증처리기간 단축 등 수요자 중심체계로 인증평가 업무개선

[첨부] 조사결과 통계자료

 □ 인증업체 총매출

NT․EM 인증업체 매출총액 합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내수 수출 총계(=내수+수출)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C)
내수비율

(A)

수출비율

(B)
성장률

2000 10,362,773 - 18,328,767 - 28,669,973 36.1% 63.9% -

2001 11,858,524 14.4% 19,979,156 9.0% 31,812,750 37.3% 62.7% 11.0%

2002 29,032,485 144.8% 23,762,468 18.9% 52,761,925 55.0% 45.0% 65.9%

2003 30,483,281 5.0% 26,748,381 12.6% 57,190,336 53.3% 46.7% 8.4%

주) A와 B는 C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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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인증업체 매출총액 

EM 인증업체 매출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내수 수출 총계(=내수+수출)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C)

내수비율

(A)

수출비율

(B)
성장률

2000 7,832,089 - 12,474,594 - 20,306,183 38.6% 61.4% -

2001 8,775,047 12.0% 13,070,309 4.8% 21,844,323 40.2% 59.8% 7.6%

2002 23,612,956 169.1% 16,565,265 26.7% 40,177,321 58.8% 41.2% 83.9%

2003 24,502,685 3.8% 18,698,189 12.9% 43,197,974 56.7% 43.3% 7.5%

주) A와 B는 C에 대한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내수 수출 총계(=내수+수출)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C)

내수비율
(A)

수출비율
(B)

성장률

2000 2,530,684 - 5,854,173 - 8,363,790 30.3% 69.7% -

2001 3,083,477 21.8% 6,908,847 18.0% 9,968,427 30.9% 69.1% 19.2%

2002 5,419,529 75.8% 7,197,203 4.2% 12,584,604 43.1% 56.9% 26.2%

2003 5,980,596 10.4% 8,050,192 11.9% 13,992,362 42.7% 57.3% 11.2%

주) A와 B는 C에 대한 비율(%) 



제3절 우수품질인증(EM)  249

 

 □ 인증제품 총매출

NT․EM 인증제품 매출총액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억원

2001 2002 2003

년도

년도별 총매출 현황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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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내수 수출 총계(=내수+수출)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C)

내수비율

(A)

수출비율

(B)
성장률

2000 308,696 - 124,682 - 428,869 72.0% 28.0% -

2001 411,338 33.3% 145,020 16.3% 549,525 74.9% 25.1% 28.1%

2002 597,532 45.3% 1,320,133 810.3% 1,905,853 31.4% 68.6% 246.8%

2003 708,771 18.6% 1,731,420 31.2% 2,430,383 29.2% 70.8% 27.5%

주) A와 B는 C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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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인증제품 매출총액

  

EM 인증제품 매출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내수 수출 총계(=내수+수출)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C)

내수비율

(A)

수출비율

(B)
성장률

2000 196,035 - 95,388 - 291,423 67.3% 32.7% -

2001 158,592
(-)19.1

%
108,717 14.0% 267,279 59.3% 40.7%

(-)8.3

%

2002 304,460 92.0% 1,185,950 990.9% 1,490,410 20.4% 79.6% 457.6%

2003 327,843 7.7% 1,571,902 32.5% 1,901,399 17.2% 82.8% 27.6%

주) A와 B는 C에 대한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내수 수출 총계(=내수+수출)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C)

내수비율

(A)

수출비율

(B)
성장률

2000 112,661 - 29,294 - 137,446 81.9% 18.1% -

2001 252,746 124.3% 36,303 23.9% 282,246 89.5% 10.5% 105.4%

2002 293,072 16.0% 134,183 269.6% 415,443 70.5% 29.5% 47.2%

2003 380,928 30.0% 159,518 18.9% 528,984 72.0% 28.0% 27.3%

주) A와 B는 C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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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

NT․EM 인증제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신장률

2000 35,087 -

2001 59,646 70.0%

2002 140,104 134.9%

2003 192,789 37.6%

NT 인증제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신장률

2000 11,883 -

2001 15,550 30.9%

2002 28,827 85.4

2003 29,93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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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인증제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신장률

2000 23,204 -

2001 44,096 90.0%

2002 111,277 152.4%

2003 162,859 46.4%

 □ 정책자금지원

 NT․EM 인증업체 자금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증가율

2000 16,101 -

2001 41,918 160.3%

2002 47,557 13.5%

2003 38,566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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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인증업체 자금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증가율

2000 9,324 -

2001 22,074 136.7%

2002 34,562 56.8%

2003 23,586 (-)31.8%

EM 인증업체 자금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금액 증가율

2000 6,777 -

2001 19,844 192.8%

2002 12,995 (-)34.5%

2003 14,98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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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GR(Good Recycled Product)인증은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재

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을 목적으로, 재활용 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을 제정․고시하여 동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 중 우수 재활용제품

에 대하여 정부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그 동안 소비자가 외면해오

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 관련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요령」 고시

 나. 추진경과

  ㅇ ′97. 5：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 실시

         (제정 1997. 5.  7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7-87호, 

          개정 1999. 2.  3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9-20호,

          개정 1999. 7. 13 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137호,

          개정 2002. 11. 2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2-1500호,

          개정 2004. 7. 16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362호)

  ㅇ 2000. 6. 5：대통령께서 선언한「새천년 국가환경비전」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2001년부터 중점 추진 중에 있다.

  

다. 사업내용

  ㅇ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

수재활용제품에 대하여 국가품질인증마크(GR마크)를 부여하며,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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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재활

용제품(별표 1)으로 한다.

  또한, 재활용제품의 품질규격․기준을 제정․고시하여 동 제품의 품질평가

의 근거를 확보하고, 국제적 규격․기준과 동등 이상으로 규격을 제정하여 단

계별로 국가규격화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일류화를 유도한다.

[그림 5-4-1]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인증절차

신청서 제 출 접 수

규격 및 품질기준

제정

평 가

심 의

결 재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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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인증대상품목 

연  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품목수(누계) 50 75 103 166 192 225 250 212

<표5-4-1>     분야별 GR 인증대상품목 목록(16개분야 212품목)
분 야 제  품  명(GR 규격번호)

폐요업

(35종)

1. 재활용골재 콘크리트벽돌(GR F 4001),
2. 재활용골재 속빈콘크리트블록(GR F 4002)

3. 재활용콘크리트 고로슬레그시멘트(GR F 4003)

4.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GR F 4004)
5. 재생가열 역청 포장용 혼합물(GR F 4005)

6.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GR F 4006)

7. 재활용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GR F 4007)
8. 재활용도자기질 타일(GR F 4008)

9. 재활용 기포콘크리트(GR F 4010)

10.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GR F 4011)
11.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맨홀블록(GR F 4012)

12. 재활용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GR F 4013)

13. 재활용점토 벽돌(GR F 4014)
14. 재활용골재 소파 콘크리트 블록(GR F 4015)

15. 재활용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GR F 4016)

16.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GR F 4017)
17. 재활용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GR F 4018)

18. 재활용골재 출입차단용 지주(GR F 4019)

19. 재활용골재 타일(GR F 4021)
20.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인공어초(GR F 4022)

21. 재활용골재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암거(GR F 4024)

22.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GR F 4026) 
23. 재활용골재를 이용한 수목보호덮개 및 받침틀(GR F 4027)

24. 재활용골재 도로용 측구뚜껑(GR F 4028)

25. 재활용골재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GR F 4029)
26. 시각장애인용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점자블록 (GR F 4030)

27.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럭(GR F 4031)

28.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GR F 4032)
29. 재활용골재 편측고 수로관

30.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무개 수로용 플륨

분 야 제  품  명(GR 규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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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제  품  명(GR 규격번호)

폐요업

(35종)

31. 재활용골재 도로용 철근콘크리트  측구

32. 고로슬래그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33.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화분

34. 재활용골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35. 재활용골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폐유리

(9종)

1. 재활용유리 대리석(GR L 2001)

2. 재활용유리  발포블럭(GR L 2002)

3. 재활용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GR L 2003)

4. 재활용 라스울 단열재(GR L 2004)

5. 재활용유리 병(GR L 2005)

6. 재활용유리 건축 내․외장재용 인조석

7. 재활용유리 건축 마감재용 성형물

8. 재활용유리 타일

9. 재화용유리 벽돌

폐목재

(8)

1. 학생용 책상상판(GR F  2001)

2. 파렛트(성형목재)(GR F 2002)

3. 파티클보드(GR F 2003)

4. 의자용 목질재료등판(GR F 2004)

5. 의자용 목질재료좌판(GR F 2005)

6. 중질섬유판(GR F 2007)

7.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GR F 2009)

8. 재활용목재 문틀재(GR F 2010)

폐섬유

(6종)

1.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GR K 0001)

2. 재활용 섬유흡음재(GR K 0004)

3. 재활용 섬유판재(GR K 0005)

4. 쇄석매스틱 아스팔트 혼합용 재활용 셀룰로오스 섬유(GR K 0007)

5. 재활용 혼섬펠트를 이용한 신발중창용 보드(GR K 0008)

6.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부직포(GR K 0009)

폐금속

(8종)

1. 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GR D 0001)

2.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GR D 0002)

3.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분말(GR D 0003)

4.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GR D 0004)

5. 폐알루미늄 재생흡음방음재(GR D 0005)

6. 텅스텐 탄화물분말

7. 알루미늄 봉돈형수거함

8. 내마모성 Al-Si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재생잉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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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제  품  명(GR 규격번호)

폐플라스틱

(62종)

1. 재활용플라스틱 전기통신용맨홀(GR M 3001)

2. 재활용플라스틱 배수로(GR M 3002)
3.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범퍼 커버(GR M 3003)

4. 재활용플라스틱 도로용빗물받이(GR M 3004)

5. 재활용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GR M 3006)
6. 재활용플라스틱제 운반용기(GR M 3012)

7. 재생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GR M 3013)

8. 재활용 수도계량기보호통(GR M 3015)
9. 재활용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럭(GR M 3016)

10. 재활용플라스틱 육묘상자(GR M 3017)

11. 재활용플라스틱 경량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GR M 3019)
12. 재활용플라스틱 흙막이 판(GR M 3020)

13. 재활용플라스틱 인공어초(GR M 3022)

14. 재활용플라스틱 전선관(GR M 3023)
15. 재활용플라스틱 막대판 및 말뚝(GR M 3024)

16. 재활용플라스틱 신호등 제어기용 맨홀(GR M 3025)

17. 목분이 함유된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도아
트림용 시트(GR M 3026)

18.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트 크트림(GR M 3027)

19.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매트(GR M 3028)
20.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흙받이(GR M 3029)

21.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밴드(GR M 3031)

22. 재활용플라스틱 등산로계단(GR M 3032)
23. 재활용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GR M 3034)

24. 재활용플라스틱 전선 및 로프 권취용 드럼(GR M 3035)

25. 재활용플라스틱 마루바닥재(GR M 3037)
26. 재활용플라스틱 비탈면보호블럭(GR M 3039)

27. 재활용플라스틱 염화비닐계 바닥재(GR M 3040)

28. 재활용 합성수지제 제설용 모래함(GR M 3041)
29. 재활용플라스틱 콘크리트 거푸집용 판넬(GR M 3042)

30. 재활용플라스틱 욕실발판(GR M 3043)

31. 재활용플라스틱 통신케이블카바(GR M 3044)
32. 재활용플라스틱 도로경계블럭(GR M 3045)

33. 재활용플라스틱 농경지용 배수 수위조절기(GR M 3047)

34. 재활용플라스틱 차음벽 패널(GR M 3048)
35. 재활용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마대(GR M 3049)

36. 재활용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차수막(GR M 3050)

37. 재활용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표지판(GR M 3051)
38. 재활용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충격흡수탱크(GR M 3052)

39.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플랩 어셈블러(GR M 3053) 

40.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헤드램프하우징(GR M 3054)
41. 복합창호용 재활용발포스티렌 단열재(GR M 3055)

42. 재활용플라스틱 창호용 형재(GR M 3057)

43. 재활용PET 포장용 시트(GR M 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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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제  품  명(GR 규격번호)

폐플라스틱

(62종)

44. 재활용플라스틱 가스관 보호덮개(GR M 3060)
45. 재활용플라스틱 바닥충격음 차단재(GR M 3061)
46. 재활용플라스틱 옥상수평 피트덮개(GR M 3062)
47. 재활용플라스틱 블록(GR M 3065)
48. 재활용플라스틱 오․우수분리벽(GR M 3066)
49. 재활용플라스틱 옥상배기구(GR M 3067)
50. 재활용플라스틱 의류수집함(GR M 3068)
51. 재활용플라스틱 자동차용 흡차음패드(GR M 3069)
52. 재활용플라스틱 제수밸브 보호덮게(GR M 3070)
53. 재활용플라스틱 탁자 및 의자(GR M 3071)
54. 재활용플라스틱 슬리퍼(GR M 3072)
55. 재활용플라스틱 일반폴리에틸렌 통(GR M 3073)
56.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GR M 2101)
57. 재활용플라스틱 과속방지턱
58. 폐플라스틱 이용 LED 교통신호등
59. 재활용플라스틱 가설용 펜스
60. 재활용플라스틱 수목보호 지주대
61. 재활용플라스틱 장어통발
62. 재활용플라스틱 연마재(Media)

폐식용유

(7종)

1. 재활용 고형세탁비누(GR M 2001)
2. 재활용 가루세탁비누(GR M 2002)
3. 재활용 폐식용유(대두유) 지방산(GR M 2003)
4. 재활용 고형주방용비누(GR M 2004)
5. 재활용 액상화장비누(GR M 2005)
6. 재활용 액상주방용비누
7. 재활용 순비누

폐산?폐알칼리

(4종)

1. 재활용 황산알루미늄(GR M 8001)
2. 재활용 염화제이철용액(GR M 8002)
3. 재활용 황산니켈(GR M 8003)
4. 재활용 탈청제

폐유기용제

(3종)

1. 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제(GR M 1101)
2. 재활용도료(GR M 1102)
3. 도료용 재활용 용제(GR M 1103)

폐수처리오니

(2종)

1. 재활용 활성탄소
2. 하수슬러지 연료탄(GR M 9004)

폐유

(2종)

1. 정제연료유(GR M 2102) 
2. 재활용 유압작동유(GR M 2103)

식물성잔재물

(4종)

1.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GR M 9002)
2. 유기산계 액상발효탈취제(GR M 9003)
3. 참솔목초액
4. 볏짚을 이용한 토목도로공사용 마감재

수산물가공

잔재물

(3종)

1. 패화석 비료(GR M 9005)
2. 탄산칼슘(제지용)(GR M 9015)
3. 패분(GR M 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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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제  품  명(GR 규격번호)

폐고무

(24종)

1. 재활용 트레드타이어(GR M 6001)

2. 재활용고무 바라스트매트(GR M 6003)

3.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GR M 6004)

4. 재활용고무 경계블럭(GR M 6005)

5. 재활용고무 일반매트(GR M 6006)

6. 재활용 폴리우레탄 루핑시트(GR M 6007)

7. 재활용고무 배관받침목(GR M 6008)

8. 재활용 폴리우레탄 타일(GR M 6009)

9. 재활용고무 아스팔트(GR M 6011)

10. 재활용고무 도로안전분리대(GR M 6012)

11. 재활용고무 자동차용 매트(GR M 6013)

12. 재활용고무 지붕재(GR M 6014)

13. 재활용고무 수목보호판(GR M 6015)

14. 재활용고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GR M 6016)

15. 재활용고무 인조잔디용 매트(GR M 6017)

16. 재활용고무 주차보호대(GR M 6018)

17. 재활용고무 가로화분(GR M 6019)

18.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GR M 6020) 

19. 폐타이어분말(GR M 6021)

20. 재활용고무 차선규제봉(GR M 6022)

21. 재활용고무 방진매트(GR M 6023)

22. 재활용(재생)고무

23. 재활용고무 도막방수재

24. 재활용고무 포설용 바닥재

유기성폐기물

(10종)

1. 부산물비료(퇴비)(GR M 9001)

2.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GR M 9006)

3. 수산폐기물 재활용 어분사료 (GR M 9008)

4. 수산폐기물 재활용 어즙흡착 사료(GR M 9009)

5. 육가공 폐기물 재활용 육골분 사료(GR M 9010)

6. 섬유질가공사료(GR M 9013)

7. 주류 가공분사물 건조 맥주박 사료(GR M 9014)

8. 육분(GR M 9011)

9. 혈분(GR M 9012)

10. 유기질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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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제  품  명(GR 규격번호)

폐지

(25종)

1. 전자복사용지(GR M 7001)

2. 인쇄용지(GR M 7002)

3. 신문용지(GR M 7003)

4. 백판지(GR M 7004)

5. 두루마리 화장지(GR M 7005)

6. 달걀받침판(GR M 7006)

7. 외부포장용 골판지(GR M 7007)

8. 두루마리 화장지(일반용)(GR M 7008)

9 .골판지용 골심지(GR M 7009)

10. 골판지용 라이너(GR M 7010)

11. 크라프트지(GR M 7011)

12. 필기용지(GR M 7012)

13. 포장용 펄프받침판(경량)(GR M 7013) 

14. 종이파렛트(GR M 7014)

15. 병받침판(경량)(GR M 7015)

16. 크라프트 방습지(GR M 7016)

17. 지관원지(GR M 7017) 

18. 사무용 파일(플랫)(GR M 7018)

19. 제지슬러지를 이용한 황토보드(GR M 7019)

20. 재활용 크라프트지대(GR M 7020)

21. 평판화장지(일반용)(GR M 7021)

22. 재활용 크라프트지 쇼핑백(GR M 7022) 

23. 재활용 크라프트지대용 중간지(GR M 7023)

24. 종이골프티(GR M 7024)

25. 페이퍼 타올

 나. GR규격제정

연  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규격수 3 34 36 40 42 34 24 9 222

*222개 중 32개는 폐지되거나 품목이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현재 190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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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2>      분야별 GR규격 목록(190품목, 2005. 4월현재)
분야 규격번호 규격명

폐목재

GR F 2001-2003 학생용 책상상판

GR F 2002-1998 파렛트(성형목재)

GR F 2003-2003 파티클 보드

GR F 2004-2002 의자용 목질재료등판

GR F 2005-2002 의자용 목질재료좌판

GR F 2007-2003 중질섬유판

GR F 2009-2003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GR F 2010-2003  재활용 목재 문틀재

폐요업

GR F 4001-1998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벽돌

GR F 4002-1998 재활용골재 속빈콘크리트 블록

GR F 4003-1999 재활용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GR F 4004-1999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GR F 4005-2005 재활용 가열 역청 포장용 혼합물

GR F 4006-1999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GR F 4007-2000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GR F 4008-2004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GR F 4010-2000 재활용 기포콘크리트

GR F 4011-2000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GR F 4012-2000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맨홀블록

GR F 4013-2001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근가

GR F 4014-2004 재활용 점토벽돌

GR F 4015-2001 재활용 골재 소파 콘크리트 블록

GR F 4016-2001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7-20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GR F 4018-2001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F 4019-2001 재활용 골재 출입차단용 지주

GR F 4021-2001 재활용재 타일

GR F 4022-2005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인공어초

GR F 4024-2002 재활용 골재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암거

GR F 4026-2002 상온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GR F 4027-2002 재활용재를 이용한 수목보호덮개 및 받침틀

GR F 4028-2003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뚜껑

GR F 4029-2003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GR F 4030-2003 시각 장애인용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점자 블록

GR F 4031-2003 폐 석재를 이용한 포장 블록

GR F 4032-2003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GR F 4033-2005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GR F 4034-2005 재활용 골재 철근 콘크리트 측구

GR F 4035-2005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무개플룸

GR F 4036-2005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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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규격번호 규격명

폐플라스틱

GR M 3001-2003 재생플라스틱 전기통신용맨홀

GR M 3002-2003 재생플라스틱 배수로

GR M 3003-2003 재생플라스틱 자동차범퍼

GR M 3004-2003 재생플라스틱 도로용빗물받이

GR M 3006-2004 재생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GR M 3012-2003 재생플라스틱제 운반용기

GR M 3013-2003 재생 발포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GR M 3015-2002 재생 수도계량기 보호통

GR M 3016-2003 재생플라스틱 차막이용 경계블럭

GR M 3017-2003 재생 플라스틱 육묘상자

GR M 3019-2003 재생플라스틱 경량압출판재(창호문틀용단열심재)

GR M 3020-2001 재생플라스틱 흙막이 판

GR M 3022-2003 재생플라스틱 인공어초

GR M 3023-2003 재생플라스틱 전선관

GR M 3024-2003 재생플라스틱 막대, 판 및 말뚝

GR M 3025-2003 재생플라스틱 신호등 제어기용 맨홀

GR M 3026-2000
목분이 함유된 재생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도어트림용 시트

GR M 3027-2003 재생플라스틱 자동차용 트 크트림

GR M 3028-2003 재생플라스틱 자동차용 매트

GR M 3029-2003 재생플라스틱 자동차용 흙받이

GR M 3031-2003 재생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밴드

GR M 3032-2005 재생플라스틱 등산로계단

GR M 3034-2003 재생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GR M 3035-2003 재생플라스틱 전선 및 로프 권취용 드럼

GR M 3037-2005 재생플라스틱 마루바닥재

GR M 3039-2002 재생 플라스틱 비탈면보호블럭

GR M 3040-2003 재생플라스틱 PVC(비닐)계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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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규격번호 규격명

폐플라스틱

GR M 3041-2002 재생 합성수지제 제설용모래함

GR M 3042-2003 거푸집용 재생플라스틱 판넬

GR M 3043-2003 재생플라스틱 욕실발판

GR M 3044-2003 재생플라스틱 통신케이블카바

GR M 3045-2005 재생플라스틱 도로경계블록

GR M 3047-2003 재생플라스틱 농경지용 배수수위조절기

GR M 3048-2005 재생플라스틱 차음벽 판넬

GR M 3049-2003 재생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마대

GR M 3050-2003 재생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차수막

GR M 3051-2003 재생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표지판

GR M 3052-2003 재생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충격흡수탱크

GR M 3053-2003 재생플라스틱 자동차용 플랩 어셈블러

GR M 3054-2003 재생플라스틱 자동차용 헤드램프하우징

GR M 3055-2002 복합창호용 재생 발포스티렌 단열재

GR M 3057-2003 재생플라스틱 창호용 형재

GR M 3059-2003 포장용 재생 PET 시트

GR M 3060-2003 재생플라스틱 가스관 보호덮개

GR M 3061-2002 재생플라스틱 바닥 충격음 차단재

GR M 3062-2002 재생플라스틱 옥상 수평 피트 덮개

GR M 3065-2004 재생플라스틱 블록

GR M 3066-2002 재생플라스틱 오․우수 분리벽

GR M 3067-2002 재생플라스틱 옥상 배기구

GR M 3068-2002 재생플라스틱 의류 수집함

GR M 3069-2002 재생플라스틱 자동차용 흡차음 패드

GR M 3070-2005 재생플라스틱 제수밸브 보호덮개

GR M 3071-2002 재생플라스틱 탁자 및 의자

GR M 3072-2002 재활용플라스틱 슬리퍼

GR M 3073-2002 재활용폴리에틸렌 일반용 통

GR M 3074-2004 재활용플라스틱 과속방지턱

폐유리

GR L 2001-1999 재활용 유리대리석

GR L 2002-2000 재활용 발포유리블럭

GR L 2003-2000 재활용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GR L 2004-2003 재활용 라스울 단열재

GR L 2005-2003 재활용유리병

GR L 2006-2005 재활용 유리벽돌

GR L 2007-2005 재활용 유리타일

폐유기용제

GR M 1101-1999 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제

GR M 1102-2003 재활용 도료

GR M 1103-2003 도료용 재활용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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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규격번호 규격명

폐고무

GR M 6001-2003 트래드 재생타이어

GR M 6003-2003 재생고무 바라스트 매트

GR M 6004-2003 재생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GR M 6005-2003 재생고무경계블록 

GR M 6006-2003 재생고무매트

GR M 6007-1999 재생 폴리우레탄 루핑시트

GR M 6008-2001 재생고무제 배관 받침목

GR M 6009-1999 재생우레탄타일

GR M 6010-1999 시선유도 표지용 재생고무 반사체틀

GR M 6011-1999 재생 고무 아스팔트

GR M 6012-2000 재생고무 도로안전분리대

GR M 6013-2000 재생고무 자동차용 매트

GR M 6014-2002 재생고무 지붕재

GR M 6015-2002 재생고무 수목 보호판

GR M 6016-2002 재생고무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6017-2002 재생고무 인조 잔디용 매트

GR M 6018-2002 재생고무 주차보호대

GR M 6019-2002 재생고무 가로화분

GR M 6020-2002 폐우레탄 고무분말

GR M 6021-2002 폐타이어 분말

GR M 6022-2003 재활용 고무 차선규제봉

GR M 6023-2003 재활용 고무 방진매트

폐지

GR M 7001-2003 전자복사용지(PPC용지)

GR M 7002-2003 인쇄용지

GR M 7003-2003 신문용지

GR M 7004-2003 백판지

GR M 7005-2003 두루마리 화장지

GR M 7006-2003 달걀받침판

GR M 7007-2003 외부포장용 골판지

GR M 7008-2003 두루마리 화장지(일반용)

GR M 7009-1999 골판지용 골심지

GR M 7010-1999 골판지용 라이너

GR M 7011-1999 크라프트지

GR M 7012-2003 필기용지

GR M 7013-2003 포장용 펄프 받침판(경량)

GR M 7014-2003 종이파렛트

GR M 7015-2003 병받침판(경량)

GR M 7016-2003 크라프트 방습지

GR M 7017-2003 지관원지

GR M 7018-2003 사무용파일(플랫)

GR M 7019-2003 제지슬러지를 이용한 황토보드

GR M 7020-2003 재활용 크라프트지대

 GR M 7021-2002  평판화장지(일반용)

GR M 7022-2003 재활용 크라프트지 쇼핑백

GR M 7023-2003 재활용 크라프트지대용 중간지

GR M 7024-2003 종이골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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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규격번호 규격명

폐식용유

GR M 2001-1999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GR M 2002-1999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GR M 2003-2000 재활용 폐식용유(대두유) 지방산

GR M 2004-2000 재활용 고형주방용비누

GR M 2005-2000 재활용 액상 화장 비누

폐산․

폐알칼리

GR M 8001-1999 재생 황산알루미늄

GR M 8002-1999 재생 염화제이철용액

GR M 8003-2003 재활용 황산 니켈

식물성잔재물
GR M 9002-2001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 산업용 탈취제

GR M 9003-2001 유기산계 액상 발효탈취제

폐수처리오니 GR M 9004-2001 하수슬러지 연료탄

폐섬유

GR K 0001-1998 재생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GR K 0004-1999 재생섬유흡음재

GR K 0005-2000 재활용 섬유판재

GR K 0007-2001 쇄석매스틱아스팔트 혼합용 재활용 셀룰로오스 섬유

GR K 0008-2002  재생혼섬펠트를 이용한 신발중창용 보드

GR K 0009-2003 재활용폴리에스터 부직포

폐금속

GR D 0001-2000 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

GR D 0002-2000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GR D 0003-2000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분말

GR D 0004-2000 폐알루미늄캔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GR D 0005-2004 폐알루미늄 재활용흡음방음재

GR D 0006-2004 내마모성 Al-Si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재활

용 잉곳

수산물가공

잔재물

GR M 9005-2004  패화석 비료

GR M 9015-2002 탄산칼슘(제지용)

GR M 9016-2004 패분

폐유

 GR M 2101-2002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GR M 2102-2002  정제연료유 

GR M 2103-2003 재활용 유압작동유

유기성폐기물

GR M 9001-2000 부산물 비료(퇴비)

GR M 9006-2001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GR M 9008-2001  수산폐기물 재활용 어분사료

GR M 9009-2001  수산폐기물 재활용 어즙흡착사료

GR M 9010-2001  육가공 폐기물 재활용 육골분 사료

GR M 9011-2002 도축 및 육가공 부산물 육분사료

GR M 9012-2002 도축 부산물 혈분 사료

GR M 9013-2002 섬유질 가공 사료

GR M 9014-2002 주류 가공부산물 건조 맥주박 사료

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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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R인증평가

구 분 연 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GR

인증

평가

인증

건수
7 28 48 33 26 32 31 33 238

부적합

(반려

포함)

11 25 48 26 28 27 46 21 234

계 18 53 96 59 54 59 78 54 472

 라. 지원제도

  ㅇ 대상업체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신청제품의 품질규격기준 제정경비, 

인증신청 및 평가수수료, 인증마크사용료 등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인

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비 등도 전

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ㅇ 또한, 인증획득업체에 자금지원,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포상 등 

아래의 각종 지원제도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금：GR마크 획득업체 별도지원자금

    - 정부품질경 상, 신기술 실용화대상 포상 대상기업으로 추천

    - 건설교통부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제20조, 친환경적 자재 및 재

료의 사용)에 GR제품 포함(2000. 1).

    - 조달청「우수제품 선정제도 활성화방안」 우수제품선정기준에 GR마크 

포함(2000. 1. 13).

    - 환경부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환경부 고시 2001-11호)에 GR마크획득

제품 113품목 지정(2001. 2. 3).

    - 녹색인쇄문화 가이드라인(환경부 예규 제200호, 2000. 2. 25 제정)에서 

GR마크 획득제품인 재생종이제품 포함.

    - 국방부 조달본부 간행「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기준」신인도 우대배점에 

GR마크 포함(2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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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 규정」제9장 표준품셈의 관리에 의한 

「건설공사표준품셈」 토목, 건축, 기계설비분야 1-8. 주요자재에 GR 

마크 포함(2001. 1).

    -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1. 지원대상사업, 우선

지원 대상기업 및 융자규모에 GR마크 포함(2000. 2).

    -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붙임 3의 추천 기준별 적

용범위 및 증빙방법에 GR마크 포함(2001. 6).

 마. 유효기간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재심사 후 2년 
연장가능

3. 추진방안
 가. GR인증(누계 기준)

  ㅇ 2005년까지 GR대상품목을 212품목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3년까지 200

품목이상의 GR규격 제정하며, 인증평가 400건 이상, 210건 이상의 GR인

증을 추진하고 있다.

 나. GR인증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GR인증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하 으나, 

아직 관계법령 및 제도에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중소기업청 소관법령 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대기업, 공무원 교육기관, 각급학교 등에 GR인

증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 모두가 국내 재활용의 현황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매가 촉진되

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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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우수환경설비인증(EEC)

1. 사업의 개요
  환경설비품질인증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품질 우수성을 인증하

여 수요자 만족 및 우수환경설비 수요기반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1995년에 제

정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1999년 

9월 본제도 실시계획을 수립하 고, 1999년 12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 업무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669호)에 의해 기술표준원

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2000년 1월 환경설비품질인증 운 요령(기술표준원 공

고 제2000-3호)을 마련하여 환경설비품질인증을 실시하 다.

  환경설비는 다른 기계장치와 달리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가동되는 대규모 

플랜트 설비로서 수요자의 초기 신뢰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나 수요자가 국산

설비에 대한 품질과 내구성능 등의 신뢰도가 낮아 외산설비를 선호하고 있어,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환경설비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한 품질 및 성능 인증

으로 국산설비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서 수입대체는 물론 수

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설비품질인증(EEC: Environmental Equipment Certification) 대상은 국

내의 설계․제조기술에 의해 5년 이내에 개발․개선한 설비로 대기오염방지설

비분야, 수질오염방지설비분야, 재활용설비분야, 폐기물처리설비분야, 소음‧진

동방지설비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품목 중에서 수

요업체의 인증수요가 많은 설비, 수출 및 기술 경쟁력이 높은 설비, 신규 개발

이 활발한 설비를 대상으로 환경설비품질인증 운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으로 

하며, 신청일 당시 5년 이전에 개발된 설비 및 국내의 설계능력 없이 외국의 

기술도입 또는 제휴에 의해 단순 제조된 설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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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체 계〕

단  계 방   법

수요조사
▫목적 : 대상품목 선정

▫방법 : 설문조사 및 방문
       - 시기 : 연2회, 반기 시작 60일전

운 위원회
▫구성 : 환경관련 정책담당자와 인증위원 중 10인 이내

▫기능 : 수요조사에서 도출된 품목 심의
       - 품질인증 대상품목 선정

품목 공고
▫시기 : 신청서 접수 개시일 30일 전

▫방법 : 관보 게재 및 홈페이지에 공고
       

신청․접수
▫대상 : 공고된 품목에 한하여 신청

▫검토 : 5년 이전에 개발된 설비인지 여부 등
       - 검토결과 : 실무위원회에 회부 또는 반려

1차 실무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의 품목관련 전문가

▫기능 : 개발내용 및 성능평가기준 심의
       - 현장실사팀 구성

현장실사
▫구성 : 실무위원 중 5인 이내

▫내용 : 설계, 제조능력 및 품질보증체제 확인
       - 능력 미흡시 성능평가 생략

설비 성능평가
▫평가기준 : 설비 성능평가기준에 의거 실시

▫외부기관성적 활용 : 시험기간 장시간 소요 또는
                    시험비용 과다 시 외부기관 성적 활용

2차 실무위원회
▫내용 : 현장실사 및 성능평가결과 심의

▫기준보완 : 보완된 기준 적정성 여부 심의 확정
       - 성능평가 과정에서 보완된 기준이 있을 경우

인증위원회
▫구성 : 15인 이내

▫기능 : 인증부여 여부 결정
       - 실무위에서 회부된 내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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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가. 2004년 상반기 환경설비 품질인증

   1) 운 위원회 대상품목 선정 : 2003. 12. 9, 집진설비 등 15품목

   2) 공 고 : 2003. 12. 16, 집진설비 등 15품목

   3) 접 수 : 2004. 1. 12 ∼ 2. 7, 재활용설비 등 32업체 37품목

   4) 1차 실무위원회 평가 : 2004. 4. 9 ∼ 5. 13, 23업체 25품목 적합

   5) 현장실사 및 성능평가: 2003. 4. 19 ∼ 6. 5, 21업체 22품목

   6) 2차 실무위원회 평가 : 2004. 6. 1 ∼ 6. 17, 11업체 11품목 적합

   7) 인증위원회 평가 : 2004. 6. 16 ∼ 6. 23

     가) 적  합 : 11업체 11품목

     나) 부적합 : 10업체 12품목

     다) 반  려 :  8업체  8품목

     라) 보  류 :  6업체  6품목

   8) 인증서 수여 : 2004. 7. 1, 11업체 11품목

분 야 업 체 명 설 비 명

수질

대원환경공업(주) 슬라이딩-슈를 이용한 수중대차식 슬러지 수집기

(주)에취켓 전자동 회전식 무빙 스크린

(주)대현엔비텍 회분식 원심 고액분리기

(주)로얄정공 슬러지 처리용 원심분리기

(주)타셋 자동역세 사여과기

서광환경산기
유동식 샤워가 내장된 부등 피치를 이용한 고압 스

크류 탈수기

재활용
(주)삼 필텍 유압유 플러싱 장비

(주)평동자동화 음식물 쓰레기 호기성 퇴비화설비

폐기물 (주)키이엔지니어링
VOC 가스처리용 세라믹 축열식 열소각로

(처리용량: 36,000N㎥/hr, 처리대상농도: 1∼15g/N㎥)

대기
(주)유성이엔티

다공성 세라믹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유기성 악취 탈

취장치

(주)우양이엔지 집진기(내부 포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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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4년 하반기 환경설비 품질인증

   1) 운 위원회 대상품목 선정 : 2004. 6. 2, 집진설비 등 12품목

   2) 공고 : 2004. 6. 7, 집진설비 등 12품목

   3) 접수 : 2004. 7. 1 ∼ 7. 31, 재활용설비 등 31업체 39품목

   4) 1차 실무위원회 평가 : 2004. 9. 17 ∼ 10. 30, 17업체 19품목 적합

   5) 현장실사 및 성능평가 : 2004. 10. 4 ∼ 12. 16, 17업체 19품목

   6) 2차 실무위원회 평가 : 2004. 12. 17 ∼ 12. 21, 15업체 16품목 적합

   7) 인증위원회 평가 : 2004. 12. 22 ∼ 12. 24

      가) 적  합 : 15업체 16품목

      나) 부적합 :  7업체  7품목

      다) 반  려 :  2업체  2품목

   8) 인증서 수여 : 2004. 12. 31, 15업체 16품목

분 야 업 체 명 설 비 명

수질

(주)청호엔텍 침전지 호퍼의 슬러지 수집 및 배출장치(스크류식)

(주)청호엔텍 침전지 호퍼의 슬러지 수집 및 배출장치(압력수 분사식)

(주)성우 압력수에 의한 수처리용 순간혼화기

크리스탈이엔지 오존 발생용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살균수 제조장치

(주)미래환경기술 와류형 역세척 여과기

(주)청우이엔이 종합 협잡물 처리기

세림제지(주) 분리식 경사판 침전설비

(주) 로벌이엔이 이동형 전극활용 폐수증발방식 처리장치

(주)에코데이 가스 체류방식을 이용한 다단 호기성 생물반응기

(주)유천엔바이로
중저속 모터를 이용한 무감속기형 수중에어레이터
(11kW, 15kW)

한라콘크리트(주) 레미콘 회수수 안정화 시스템

대기

(주)한성기건
하강기류에 의한 모듈식 집진기

(집진용량 : 200∼1,800 m
3
/min)

대원환경공업(주) 염소가스 중화장치 (Air-Lift 식)

보성환경산업(주) 와류 믹스형 탈취기

재활용 순환시스템(주) 금속캔의 알루미늄 선별 재활용 설비

폐기물 (주)월드이노텍 하수 슬러지 탄화설비 (20 t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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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내용

  2000년부터 환경설비품질인증을 실시한 이래 총 189업체 240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중 국산화가 추진되어 품질과 성능 및 설

계능력이 인정된 대기오염방지설비분야 25품목, 수질오염방지설비분야 38품목, 

재활용설비분야 11품목, 폐기물처리설비분야 4품목 등 총 69업체 78품목(전체 

신청품목중 32%)에 대하여 품질인증서를 수여하 다.

 라. 지원체계 강화

   1) 조달청우수제품 지원

    가) 환경설비 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 인증로부터 3년간 조달청 우수제품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납품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당해 제품 생산기업의 판로 지원

    나) 조달청 고시 제2004-1호(2004. 3. 18)

   2) 기술우대보증 지원

     가) 환경설비 품질인증 기업이 인증일로부터 3년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서 신용보증시 기술력 우대보증심사로 절차간소화 및 보증금액 사정

한도 우대

     나) 연대보증인 입보생략, 정보화 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술개발관련자금에 대해 보증금액 사정시 특례인정

     다) 기술우대보증취급요령(2002. 9. 3)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가) 환경설비 품질인증 기업이 인증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

발사업에 참여시 평가가점을 부여하여 기술개발 촉진 지원

     나) 기술개발 소요비용 중 75% 범위 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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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계공제조합의 이행보증

     가) 입찰보증

     나) 계약보증

     다) 차액보증

     라) 지급보증

     마) 하자보증

3. 국내외 환경설비 시장규모
 가. 세계시장 규모

  세계 환경산업 시장의 규모는 2000년 현재 5,180억달러로서 최근 들어 급속

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

술(BT) 등 이른바 신산업 가운데 정보  산업 다음으로 커다란 규모이다. 지역

별로는 북미시장이 세계 전체시장의 40.2%를 차지하여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서유럽시장으로 30.1%이었고,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합하여 19.2%를 차지함으로서 선진국이 세계시장의 90%를 차지

하고 있다.

지역별 환경시장 비중 및 증가율 비교

(단위:10억 미 달러)

년 도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 세계

1996 183.4 133.5 93.9 35.3 7.1 453

2000
208.1

(40.2%)
156.0

(30.1%)
99.2

(19.2%)
45.5

(8.8%)
9.4

(1.8%)
518

(100.1%)

연평균 증가율
(‘96∼’00)

3.2% 4.0% 1.4% 6.6% 7.3% 3.4%

 자료 : OEC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e Benefits of Further Global 

Trade Liberaliza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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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설비의 세계시장은 1,221억달러로 세계 환경시장의 23.6%로서, 수질오

염 방지설비, 대기오염 방지설비, 계측 및 분석설비, 폐기물처리설비, 청정생산

설비로 구분되며, 수질오염방지설비는 ‘96년 391억달러, ’98년 418억달러, 2000

년에는 452억달러(37%)로 시장규모가 가장 크다.

  세계시장 증가율(‘96∼2000)은 청정생산과 계측․분석 부문이 6%대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어 타 부문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 으며, 전통적 환경산업 

부문이 대기오염방지설비와 폐기물처리설비 부문은 연평균 2% 정도이다.

환경설비 세계시장규모

(단위:10억 미 달러)

1996 1998
2000
(추정치)

미 국 서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세 계 세 계 세 계

수질오염
방지설비

17.2 10.5 6.3 4.3 0.8 39.1 41.8 45.2

대기오염
방지설비 16 7.3 3.6 3.1 0.4 30.4 30.9 32.7

계측 및
분석 설비 2 1.6 1.1 0.5 0.1 5.3 6.1 6.7

폐 기 물
처리설비

11.5 9.1 9 2 0.4 32.0 32.6 34.6

청정생산
설    비 1 0.5 0.5 0.2 0 2.2 2.5 2.8

계 47.7 29 20.5 10.1 1.7 109 113.9 122

  자료 : OEC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The Benefits of Further 

Global Trade Liberalization, 2001.

 나. 국내시장 규모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는 1999년 89,970억원으로 추정되며, 환경설비 시장규

모는 ‘95년 14,680억원에서 ’99년에는 22,610억원으로 증가하여 11.4%의 증가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발전, 정유, 철강, 시멘트 산업 등에 탈황․

탈질설비, 집진설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기업이 국내시장의 80%이

상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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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 국내 시장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995 1999 연평균 성장률, %
수질오염 방지설비 6,200 9,910 12.4

대기오염 방지설비 6,490 9,500 10.0

폐 기 물 처리설비 1,800 2,710 10.8

청    정 생산설비 60 200 35.1

계 측 및 분석설비 130 290 22.2

계 14,680 22,610 11.4

4. 국내 환경설비 현황
  국내 환경설비기술의 상용화 비율은 일부 분야에서 국내 환경기술이 선진국

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정기술 분야에서는 연료의 탈황․탈질 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

정기술이 선진국 수준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기본설계기술을 자체

기술력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진국 대비 국내 환경기술 수준

기   술   분   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수질오염 방지기술
고도정수처리기술 40∼60

산업폐수처리시설 30∼50

대기오염 방지기술

배연 탈황․탈질기술 40

고효율집진기술 50

악취 및 VOC 제거기술 40

실내환경 제어기술 40

자동차배기가스 저감기술 60

폐기물관리기술
폐기물 처리․처분기술 40

폐기물 자원화 기술 70

환경기반기술 방지기자재, 처리약품, 측정장비 40

청 정 기 술
저오염/무공해 공정 20

연료 탈황․탈질 공정 60

 자료 : 신산업 발전위원회 환경산업소분과위원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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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설비는 상대국가

의 공급경쟁력을 100으로 하 을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30∼60% 수준이라고 하는 기존의 환경기술 평가조사에서 

얻어진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설비의 요소기술을 비교한 것과

는 달리 외국기술도입에 대한 것을 고려한 공급경쟁력을 비교한 것이다.

공급경쟁력 비교

설비 기술명
공급 경쟁력 지수

수출대상국 대비 미국 대비 평균
 여과집진설비 107.7 101.3 104.5

 전기집진설비 110.6 95.9 103.3

 부상처리설비 103.7 99.3 101.5

 침전처리설비 104.8 98.0 101.4

 이온교환설비 106.4 95.7 101.1

 사 이 클 론 104.6 97.2 100.9

 여과처리설비 105.3 95.2 100.3

 역삼투설비 104.7 94.2 99.5

 수질관측설비 104.1 91.4 97.8

 침지여상설비 104.4 86.6 95.5

 

 자료 : 환경설비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청정생산 육성방안을 위한 연구

기획(현대환경연구원, ‘99. 8)

5. 발전 방안
  수입되고 있는 환경설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경공

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내실정에 적합한 환경설비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수출품인 경우는 수출대상국의 실정에 적합한 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능력의 확보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실정에 적합한 설비의 개발로 수입대체를 증대시키고 수출품목을 발

굴․육성시키기 위하여는 국내개발설비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등 고가의 성능

평가수수료 자금지원 및 시험평가설비의 개발비 지원을 실시하고 인증설비에 

대하여는 양산설비개발자금, 우선구매 등 판로확대와 더불어 개발업체의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포상 등의 각종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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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1. 신뢰성의 개념
  신뢰성이란 제품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최초의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제품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약속을 잘 지키거나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보통 신뢰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듯이 고장이 잘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어 소비자가 만

족하는 제품을 신뢰성있는 제품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성은 오랜시

간 동안 축적되어 온 산물로 일시에 형성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신뢰성은 보이지 않는 요소기술 등이 얼마나 내실있게 

축적되어 왔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 : 대인관계, 약속, 언행 축적
→→ 신뢰성 있는 사람

 

제품 : 고장빈도, 초기성능, 중고평판 축적
→→ 신뢰성 있는 제품

  또한, 신뢰성은 대상, 조건, 시간, 가능성의 4가지 함수로 구성되며, 이러한 

4가지 변수의 조합을 통하여 하나의 제품이 규정된 조건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뢰성이 결정된다.  먼저 신뢰성의 대상에는 부품․

소재, 완제품, 시스템뿐 아니라 서비스분야까지 공급과 수요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분야가 광범위하게 포함되며, 요구되는 성능구현을 위해 대상이 사용되

는 환경조건(온도, 습도, 일사 등 자연환경)과 사용조건(전압, 전류, 부하 등 

인위적인 환경)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의 범위를 규정하며, 정해진 사

용조건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뢰성에서 주어진 시간은 소비자가 고장으로 인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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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갖지 않을 합리적 기간을 설계하며 제품에 따라 편차가 크나 자동차, 

전자제품의 경우 통상 10년을 의미하며, 가능성은 동일조건에서 만들어진 제

품이 정해진 기간동안 고장나지 않을 확률을 말한다.

  신뢰성은 광의의 품질에는 포함되지만 그동안 우리 산업계가 전사적으로 추

진하여 온 품질(quality)경 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초점이 ‘현재의 품질’

에 해당하는 ‘불량률’에 보다 많은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신뢰성은  고장이 

잘 나지않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미래의 품질을 말하여 세계일류상품으로 

가기 위하여 경 전반에 걸쳐 신뢰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차이점을 다음에 나타낸다.

품질과 신뢰성의 비교

구 분 품질(Quality) 신뢰성(Reliability)

개   념 공정(현재)품질 시장(미래)품질

평가요소 품질(기능, 성능) 종합성능+사용조건+시간

평가결과 양․불량 정상․고장

평가지표 불량률 고장률 및 수명, SCR 

시간 역 정적/출하이전(사내) 동적/출하이후(시장)

주요원인 설계결함, 공정산포 설계/제조결함, 스트레스, 시간

개선방법 설계품질확보/공정관리 좌동, 고장원인분석 및 설계변경

  ※ SCR : Service Call Rate

2. 신뢰성의 중요성
  신뢰성은 제품의 수명기간동안 고장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성

으로 재품의 설계단계에 미리 반 되어야 할 기본사양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수준을 차별화하는 질적척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성장위주의 발전을 거듭

해온 국내 산업구조는 설계기술의 대외의존성이 높아 원천기술인 신뢰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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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진국대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후진국 : 기술도입 → 조립생산기술 확보에 주력 → 압축성장 → 원천        

             설계기술 미확보 → 하청생산기지화

◦선진국 : 설계＋생산＋신뢰성평가 → 꾸준히 세계일등 상품 창출 →        

             고정고객 증가 → 성장잠재력이 확대 재생산

  또한, 최근 국제경쟁력이 심화되면서 각 제품의 신뢰성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신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요구수준이 크게 증대되어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한 사소한 고장도 최근에는 A/S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

우 10년/10만마일 수명보장이 기본요구조건이 되고 있다. 둘째로, 소비자의 권

리강화로 인해 PL 및 리콜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기업의 브

랜드 이미지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셋째 신기술 및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 추세가 확대되면서 향후 발생할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

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며, 마지막으로 제품개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빠른 시

간내에 신뢰성평가를 마치고 소비자가 원하는 수명을 보증해야 하는 것이 기

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소재의 신뢰성확보를 

통해 고장없이 오래쓸 수 있는 세계일류상품을 창출하는 것이 선진산업국 진

입의 핵심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은 설계기술과 제조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조기술은 6시그마, TQC, 100ppm 등으로 불량품

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선진국 수준에 손색이 없다. 이에반해 제품의 부가가치 

및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설계기술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설

계기술은 경쟁자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고유설계기

술과 사용자가 기대하는 수명까지 고장나지 않게 하는 신뢰성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가지 원천기술향상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이전 극력기피로 정부와 기업은 제품, 

부품마다의 고유 설계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독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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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추진하는 등 원천기술인 설계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신뢰성기술은 고유설계기술보다 한 단계 상위의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가전제품 및 자동차생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수명예측(보증) 및 고

장분석기술 등 신뢰성향상에 관한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있으나, 국내의 제반

관련 기반은 불모지나 다름없다. 예를들어, 신뢰성기술에는 자동차 구동부분의 

결합부가 몇 년후에 어떠한 원인으로 어떻게 고장이 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

여 설계에 반 하는 고도의 원천기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라

인이 벤츠 공장라인보다 더 최신형 설비로 되어 있는데도 우리차의 품질이 좋

지 않은 것은 부품의 신뢰성에 기인한다. 미국시장에서의 국산자동차 내구신

뢰성(차량1대당 문제발생건수) 비교조사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2배정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산제품의 경우 초기품질지수(IQS)는 선진국수준으로 향

상되어 자동차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내구신뢰성(VDS, 하위권)은 여

전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국산 전자제품의 고장율을 A/S데이터에 

의거 분석한 결과, 신뢰성이 확보된 선진국 제품의 경우 초기사용기간이 지나

면 시간에 따라 고장율이 감소하나, 국산제품은 초기사용기간이 지나도 고장

율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산제품은 5년간 100대중 평균 25

대가 고장을 일으키는 반면, 일본 M사의  경우 5년간 100대중 평균 8대가 고

장이 발생하여 년간고장율이 3배정도로 분석되었다. 

국산자동차 내구신뢰성 비교 (J.D Power 조사)

                                               (차량1대당 문제발생건수) 

구분
조사
년도

한국(순위) 일본 유럽 미국
평균
(37개사)

초기품질
지수

1998 2.42 (35위) 1.10 1.14 1.35 1.67

2002 1.72 (4위) 1.23 1.37 1.37 1.33

2003 1.52 (4위) 1.26 1.35 1.35 1.33

2004 1.17 (2위) 1.11 1.22 1.23 1.19

내구
신뢰성지수

2003 ① 3.42(31위) 1.96 1.93 2.64 2.73

2004 3.75 (32위) 2.07 2.10 2.62 2.69

   ※ - 초기품질지수(IQS, Initial Quality Study) : 출고후 3개월간 운행차량

      - 내구신뢰성(VDS, Vehicle Dependability Study) : 출고후 3년간 운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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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성향상정책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 미사일개발과 같은 군수분야와 우주개발과 같은 공공분야에서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믿을 수 있는가를 정량화하고

자 신뢰성평가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차대전 당시부터 군사․우주항공 

분야에서 개발된 신뢰성기술이 최근 민간으로 급속히 이전되어 세계 최고의 

신뢰성평가관련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세계일류상품 개발에도 적극 활용되

고 있으며, 기업의 최대 노하우로 집중관리되고 있는 기술이다. 일본은 1970년

대부터 전자제품, 자동차를 중심으로 신뢰성평가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신뢰성

기술 선진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내 일본차의 시장점유율이 25%까

지 육박하는 것은 오래 타도 고장이 없고 수리가 적게 들며 되팔았을 때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진국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산업이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독자

기술개발을 통한 신뢰성 노하우의 축적보다는 조립산업위주의 성장전략과 국

산개발과정을 통해 단기적인 시장확대 및 외형적성장은 거둘 수 있었으나, 신

뢰성평가를 마친 설계도면 및 기술을 막 바로 도입함에 따라 수명 및 고장율

평가 등 신뢰성정보의 축적기회를 상실하여 기계류,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

성을 요하는 제품은 물론 Life Cycle이 비교적 짧은 IT제품에 있어서도 잔고

장, 짧은수명과 같은 공통적으로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같은 대다

수 국산제품의 신뢰성결여는 제품․기업 나아가 국가브랜드 이미지의 불신으

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산제품의 전반적인 신뢰성저하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대한 국내산업계의 

인식은 크게 저조한 형편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품질관리 

조직을 별도로 두고 전사적인 품질향상운동(6시그마, TQR, 100ppm 등)을 전

개하고 있으나, 한계수명예측 및 고장원인분석 등 신뢰성평가․향상에 관한 

인식과 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산

업계전반에 걸쳐 신뢰성인프라가 취약하고, 전문기술인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

이다. 신뢰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전체 연구개발(R&D)과정에서 신뢰성이 누락

되어 잠재적인 결함 및 고장을 내포한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의 사용환경변화

시 자체적인 제품개선이 어려워 기술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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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성 부재 → 각종고장 발생 → 원인분석 불가 → 보완 설계 불가능 → 원천

    기술 재도입 → ‘1등 상품 창출불가’의 악순환이 반복

 ◈ 신뢰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세계일류상품과 국산제품에

   “보이지 않는 기술격차”를 만드는 핵심 요인

  이러한 신뢰성평가기술개발 및 신뢰성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기

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신뢰성기술은 실제 사용환경하에서 모든 

부품․소재의 파괴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공통기술적 요소가 크고, 평가장

비․전문인력 등 국내의 열악한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기투자의 최소화와 조기에 선진국 수준의 신뢰성평

가기술개발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

하여, 신뢰성평가기술에 관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제시장의 변화 대

응 및 국산제품의 신뢰성향상을 위하여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 으며,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산업의 신뢰성향

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4. 주요 추진실적
  18개 신뢰성평가센터에 신뢰성(고장 및 수명)을 평가할 시험평가설비 구축

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신뢰성평가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국산부품․소재에 

대하여 신뢰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고 핵심 부품․소재에 대

하여 신뢰성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품․소

재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다음에 

나타낸다.

 가. 신뢰성향상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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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총괄관리기관은 기술표준원이, 실시기관은 기계류부품 등 8개분

야에 기계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지정되어 신뢰성평가기반을 중점 구축중에 있

으며, 지정평가기관은 상기 실시기관을 포함하여 산업기술시험원 등 18개 연

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신뢰성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신뢰성분석연구센터

  ‘02. 8월에 한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신뢰성 분석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석

박사급 신뢰성전문인력 양성 및 신뢰성 분석기반구축인 고장분석 기초연구, 

기술지원 및 고급인력 양성을 실시, ’05. 4월 현재 삼성전자등 산업체인력 8,000

예정을 배출하여 신뢰성마인드 고취 및 선진신뢰성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신뢰성평가기준 제정 및 신뢰성인증 현황

  기술표준원은 18개 지정평가기관을 중심으로 기계류부품 등 8개 분야별로 

신뢰성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유압실린더, 소형정 모터, PCB 등 301개 핵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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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첨 1)을 대상으로 신뢰성평가기준개발 및 신뢰성평가․인증에 착수하

다.  신뢰성평가기준은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뿐만아니라 내구수명 또는 고

장율 data를 산출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평가기준 제정에 관한 근거를 해설서에 삽입하여 신뢰성향상의 기초자료로 활

용되고 있으며, ‘05. 4월말 현재 유압실린더 등 327종의 신뢰성평가기준을 개

발하여 제정하 다.

각 분야별 평가기준제정 및 신뢰성인증 현황 

분 야

부    품 소   재

계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
가공

금속

기초

금속
화학 섬유

실시기관 기계(연)
자동차

부품(연)

전자

부품(연)
전기(연) 생기원 RIST 화학(연) 생기원  7개

품목수

‘00 2 2 4 - 1 1 1 1 12개

‘01 9 5 8 6 4 3 4 3 42개

‘02 12 12 9 6 7 5 11 7 69개

‘03 16 17 19 2 5 5 10 4 78개

‘04 20 19 23 7 7 6 12 6 100개

소계 59 55 63 21 24 20 38 21 301개

평가기준제정 90 68 60 16 21 20 33 19 308종

신뢰성인증 40 40 70 7 23 10 17 6 207건

  이와함께, 지속적으로 신뢰성인증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공압실린더 등 

213건에 신뢰성인증서를 수여하 으며, 신뢰성평가대상품목으로 지정된 301개 

품목에 대하여 신뢰성평가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시에 

신뢰성평가도 병행하여 향후 신뢰성인증 업체의 수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시장진입 활성화 및 국산제품의 신뢰성수준을 수요업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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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뢰성평가장비 구축현황

  제품의 수명 및 고장율 예측시 가장 중요한 기반중의 하나가 관련 평가장비 

구축정도이며, 지금까지 신뢰성평가장비는 2000년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04년

사업(사업종료일:’05. 4월)까지 진동시험기 등 총 1,256대를 구축완료하 다.  

평가장비구축시 성능평가장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시험 및 신뢰성시험에 

직접 소요되는 장비위주로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성평가장비에도 관련 평가기

술에 관한 노하우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 평가장비개발에 집중노력을 하고 

있다.

신뢰성평가장비 구축현황

분야 실시기관
사업년도

주요장비명
‘00 ‘01 ‘02 ‘03 ‘04

부품

기 계 기계연구원 14 12 37 23 34 로드셀 수명평가장비

자동차 자동차부품(연) 6 43 49 41 27 변속레버 내구시험기

전 자 전자부품(연) 20 152 89 73 73 이온농도 측정기

전 기 전기연구원 - 30 19 8 15 복합가속 수명시험장치

소재

기초금속 포항산업과학(연) 3 17 16 19 17 형광UV촉진내후성장치

가공금속 생산기술연구원 15 29 27 14 14 체인마모평가시스템

화 학 화학연구원 10 73 78 42 29 광손실 측정기

섬 유 생산기술연구원 1 18 32 23 14 복합에어백노화시험기

계 69 374 347 243 223

  한편, ‘04년 사업(완료일:’05. 4월)으로 추진중인 신뢰성평가장비 구축현황은 

‘04. 3월까지 총 187대를 구축완료하 고, 나머지 장비(36대)는 발주중에 있어 

사업기간내에는 원활하게 구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명예측을 위한 장

비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평가센터가 자체설계(제작)하는 장비의 수도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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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뢰성 국제협력 및 신뢰성정보센터 운영

  신뢰성평가․인증의 해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Wyle Lab.(미), CALCE 

center(미), TUV(독일) 등 세계일류 연구(인증)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협력 내용은 신뢰성평가 상호인정, 공동연구 및 평가(평가기준 공

동개발), 인력교류 및 정보교환, 기술도입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계연-Wyle Lab.(미국), 기계연-TUV(독), 기계연-BV(프), 자품연

-TUV(독) 및 산업기술시험원-DNV(노)간에 마크간 상호인증을 체결하여 신

뢰성인증을 받은 제품은 별도의 평가가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선진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신뢰성평가기술 중 가장 중요한 부문중의 하나가 신뢰성정보를 수

집․보급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신뢰성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외 신뢰성 관련기관, 연구소, 민간업체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

련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신뢰성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 으며 그 체계는 다

음과 같다.

  주요내용은 신뢰성인증업체현황, 신뢰성장비, 전문가 등 신뢰성관련 정보 및 

신뢰성평가기준 리스트, 세미나자료, 교육자료, 기술자료 등 신뢰성 DB등이 

다수 제공되고 있다

기 계
연 구 원

자 동 차
부     품
연 구 원

전 자 부 품
연 구 원

전 기
연 구 원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포        항
산 업 과 학
연   구   원

화 학
연 구 원

신 뢰 성 전 문 위 원 회기  술  표  준  원
신 뢰 성  정 보 센 터-  신 뢰 성 평 가  인 증 결 과

-  장 비 /인 력 보 유 현 황

-  신 뢰 성 분 석  결 과

-  F a ilu r e  A n a ly s is  결 과
부 품  •  소 재  관 련 기 업

외  각 종  유 관 기 관
일 반 개 인  정 보 제 공

부 품 •소 재  관 련 기 업
신 뢰 성 인 증  요 청

해 외 신 뢰 성 기 관 국 내 기 업 체

-  고 장 율  데 이 터  (M T B F  등 )
-  고 장 모 드 분 석 결 과
-  신 뢰 성 관 련  규 격
-  F a i lu re  A n a ly s is  방 법

-  F ie ld  고 장 /사 고 사 례
-  고 장 /사 고  분 석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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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산업체 신뢰성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 및 기타 사항

 □ 2004 신뢰성 평가기술 워크샵(제5회)

  ◦ 일시 : 2004. 11. 11(목) ∼ 12(금)

  ◦ 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 참석인원 : 260명(산업체 : 124명, 평가센터 136명)

  ◦ 산업체의 신뢰성 향상 추진사례 및 제품의 고장분석 현황 등

    - LG전자의 신뢰성보증 활동 현황

    - 자동차 수명보증 및 내구시험방법 개발 등

 □ 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 발전방향 워크샵(제6회)

  ◦ 일시 : 2005. 1. 20(목) ∼ 21(금)

  ◦ 장소 : 대전 유성호텔

  ◦ 참석인원 : 68명

  ◦ 신뢰성인프라 구축방향 재정립 및 이의 효율적인 활용 등

 □ 신뢰성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일시 : 2005.  1. 14(금)

  ◦ 강사 : 한봉태 박사(미국 메릴랜드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칼스센터 전자

제품 및 시스템센터 연구부장) 등 2명

  ◦ 참여인원 : 350명(업체 : 182명, 센터 등 연구기관 : 116명, 학계 : 52명)

  ◦ 최근 미국의 신뢰성 추진방향 및 모듈(주로 전자부품)의 신뢰성평가방법, 

가속시험방법/사례, 시험효과분석기법, 실험계획법 등

 □ 신뢰성인증의 수요기업 홍보강화를 위한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배포

  ◦ 일    시 : 2005. 4월

  ◦ 홍보대상 : 라디에이터 등 157업체

  ◦ 배 포 처 : 수요기업 및 관련업체 등 400업체 배포 

  ◦ 내    용 : 인증업체 현황, 제품개요 및 특성, 신뢰성평가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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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진계획
  넓은 의미의 품질에는 품질과 신뢰성이 포함되나 

품질향상은 공정상의 불량률 감소를 위한 공정개선 

활동을 위주로 하나, 신뢰성향상이나 확보기술은 사

용시 고장 발생률을 줄이는 설계개선 활동에 주력한

다. 따라서 신뢰성기술은 모든 기술분야의 지식을 필

요로 하는 종합적인 기술(Interdisciplinary Technology)

로서 제품 설계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요소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 

주요 완제품의 10년 누적고장율을 선진 일류제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선

진국 수준의 신뢰성 인프라 구축 등 5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려고 계획

하고 있다.

비 젼 (2010)

 ◈ 세계수준의 신뢰성평가기관 육성 및 평가능력 확보

 ◈ 년간고장율(1∼2%) 및 내구수명(2배연장) 선진국수준 달성

ꀺ

2단계 사업 (기반기술 확산단계) : ‘05∼’09

◦사업운  신뢰성평가․분석강화 (산업체 평가지원)

◦기반구축방향  주요산업위주의 평가장비 확충․보완 (S/W강화)

◦평가기관육성  대형기관 집중육성 (질적수준 향상)

◦신뢰성인증  민간자율기반구축 (인증제도 정착 및 확산)

◦산업체 지원  산업체 인식확산과 지원확대

ꀺ

1단계 사업 (신뢰성기반 구축단계) : ‘00∼’04

◦사업운  신뢰성인증 중심 (기본적인 기반구축)

◦기반구축방향  핵심 품목위주의 평가장비구축 (H/W중심)

◦평가기관육성  18개 평가기관 육성 (양적팽창)

◦신뢰성인증  정부주도형 (인증제도 기반마련)

◦산업체 지원  산업체 인식확산의 기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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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인증은 현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와는 달리 미래

의 품질(고장 및 수명)을 예측하여 보증하는 세계최초의 인증제도로서, 본 제

도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신뢰성

인증을 받게 되면 부품․소재 제조업체와 수요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한 수명 

및 고장율을 예측(보증)할 수 있게 되어 생산품목의 신뢰수준 확인 및 전자제

품이나 자동차 등 완성품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설계에 반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국산 부품․소재는 신뢰성 미확보로 인하

여 새로운 판로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뢰성인증제도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신뢰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또한, 다른 인증제도와는 달리 신뢰성평가후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부품․소

재에 대해서는 당해제품을 평가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신뢰성향상을 위한 리포

트(failure report)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자사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

본 데이타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신뢰성향상노력의 결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

로 재탄생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뢰성인증제품의 수요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신뢰성보험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신뢰성인증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

요기업의 재산적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부품․

소재 수출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요기업은 인증제품

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부품생산기업은 낮은 보험요율

과 넓은 보상범위를 담보받을 수 있어 신뢰성인증제품의 시장진입이 촉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업종별 “수요기업-부품기업 CEO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수요기업이 신뢰성인증 부품․소재의 구매를 확대하고 상호 신뢰성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우선구매 등 제도적인 사항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뢰성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석․박사급 신뢰성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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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고장분석 및 메커니즘개발, 수명예측기법 등 신뢰성 교육에 전력

하여 인력 및 기술정보를 산업체에 보급을 증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체의 

설계인력에 대한 신뢰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교육기관의 신뢰성교육

을 확대․실시하여, 신뢰성마인드의 산업체 확산을 도모하고 해외 선진평가기술

을 조기에 습득․보급을 위하여 선진 신뢰성평가센터와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

여 국내 인력파견교육 및 해외전문인력 초청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뢰성이 확보되고 내실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에 상시적 신뢰성평가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체제는 연구개발과

제에 신뢰성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시제품이 완료되면 신뢰성평가를 거쳐 연구

개발성패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부품․소재 기술개발과제

부터 시범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뢰성평가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할 예

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술개발 완료제품이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

하게 됨으로써, 시장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개발 초기단계

에 신뢰성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미지의 고장원인을 해결하고 보증수명에 대한 

신뢰성평가기법을 개발을 통하여 국내 신뢰성 설계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

리라 기대된다.

  신뢰성인증마크의 국제화 및 신뢰성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

뢰성인증의 해외인지도 제고와 국내 신뢰성평가능력 제고를 위하여 Wyle 

Lab(미국) 등 세계적 신뢰성평가기관과 신뢰성평가기준의 공동개발 및 공동평

가를 추진하고, 신뢰성인증제품에 대하여 전자카달로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자무역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뢰성향상운동을 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별 신뢰성향상을 위한 표준 메뉴얼을 개발하여 산업체

에 보급하고, 중소기업이 신뢰성향상을 위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신뢰성향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뢰성향상 성공사례를 

집중 발굴하여 그동안 국내 신뢰성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하고 사기를 높이

기 위하여 정부 포상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국내 산업구조를 한단계 높이고 국산제품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신뢰성평가․인증에 대한 산업

체의 더욱 더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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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분야별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및 지정평가기관>

분야 평 가 대 상 품 목 평가기관

부품

기
계
류

유압실린더, 공압실린더, 기어박스(중형), 변속기, 클러치, 유압모터, 오일펌프, 초음파부품, 방진마운트, 유압밸브, 
공압밸브, 베어링, 산업용 Brake, Flexible hose&Fitting, 미케니컬스프링, Seal& Packing, 주축유니트, 비례제어밸
브, 착암기(breaker), 디젤엔진, Oil cooler, 산업용 초고압펌프, 주행구동유니트, 산업용초고압 압력조절밸브, HST, 
선회구동유니트, Tandem pump, 축압기, 산업용 무단속도변환기, 서보액츄에이터, 루브리케이터, 서보밸브, 압축공기 
압력조정기, 유압필터, 다기능제어밸브, 컴프레서, 원심펌프, 메커니컬 씰, 압력센서, 솔레노이드, 차동액슬, 로드셀, 
로터리 액츄에이터, 진공펌프, 산업용댐퍼, 열교환기, 산업용 프로펠러샤프트, 커플링, 산업용 노즐, 
산업용 리프트, 리니어모터, 척, 볼스크류, 고소작업용 사다리

기계연

기어박스(소형),  E/S step, E/S hand rail, 엘리베이터용 도어인터록, 에스컬레이터용 드럼형 브레이크 엘리베
이터용 조속기, 엘리베이터용 상하종단 위치차단기 산기원

자
동
차

라디에이터, 오일필터, 쇽업소바, 와이퍼모터, ECU, 브레이크패드, 연료펌프, 이그네션코일, 교류발전기, 
윈도우레귤레이터, 포지션센서, 드라이브샤프트, 워터펌프, MAP센서, 휠허브베어링유닛, 머플러, 자동차
용 blower motor, 변속기전자제어장치(TCU), 냉각팬모터, AQS센서, ISA, 도어록엑츄에이터, 에어컨 컨트롤
유닛, 연료센더, 캐니스터, 오토텐셔너, 와이퍼시스템, 자동차용 연결튜브류, 자동차용 정션박스, 스티어링컬럼, 연
료필터, 자동차용 커넥터, 클러치디스크, 시동전동기, 변속레버, 자동차용 인젝터,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
드밸브, 자동차용 윤활유 냉각기, 자동차용 페달, 크랭크샤프트 포지션센서, 자동변속기용 시프트케
이블, 현가스프링, 주차브레이크 레버, 스테빌라이저바, 프로펠러샤프트, 자동차용 축전지, 마스터실
린더, MAF(Mass Air Flow) 센서, 서머스텟, 선루프, 도어락 리모트콘트롤

자품연

 음향측심기, 선박용보일러급수펌프, 선박용내압방폭천정등, 선박디젤기관용 연료분사밸브 조선연

전
자

소형정 모터, PCB, VCO, 바리스터, 인덕터, 수정진동자, 핸드폰용 C-mic, 변성기(압전, DY, FBT), 소형LCD, 무선LAN
모듈, GPS모듈, PAM, SMD coil, 송수신모듈, 스플리터, 감쇠기, 연성 PCB, 저잡음증폭기, 칩비드, 소형 인덕션모터, 
광증폭기, 광필터, 광송신모듈, RF 결합기, 광스위치, 광커넥터

전품연

콘덴서, 릴레이, 커넥터, 튜너, 필터, PLL modull, RF Noise suppressing device,   스위치변조전원공급기(SMPS), 
전극재료, 전자부품용 수지자석, 내장형칩안테나, LNBDC, 듀플렉서, 전자파억제및전원연결용 커패시터, 습도센
서, 어래스터, 전파흡수제(시트형), 반도체공정용 나노연마제 슬러리, 광픽업, 반도체봉지재용 EMC, 적층세라믹커
패시터, DVR모듈, 포토커플러, RF Isolator, GPS 안테나, 저압케이블(600V 이하)

산기원

LCD용 Backlight,  LCD용 인버터, 핸드폰용 16화음스피커, 고휘도LED, 진동소자, 안전스위치, 스마트카드, 메
탈돔 시트, 카메라모듈, 터치패널 전기전자

전
기

피뢰기, 폴리머애자, 2차전지, 고속전동기, 케이블, 건식변압기, 진공차단기, 건식변성기, 전력변환장
치(UPS), 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GIS용 절연스페이서, 고압진상콘덴서, 한류형 퓨즈 전기연

일반조명용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자동차용전구, 형광램프용 스타터, 고압방전램프, 고압방전램프용 안
정기, 형광램프 홀더

조명기술

소재

가공
금속

원심주조강관, 천연가스수송용강관, 엔진밸브시트, 금형용가공부품소재(사출금형), 전기전자터미널용 무산소동 및 
황동 strip, 자동차용 exhaust manifold, 절삭공구, 프레스다이용 코일스프링, 자동차에어컨 evaporator 친수피막처리
부품, 아크용접용 콘텍트 칩, 자동차용 타이로드엔드, 경량중공 캡샤프트, 건설중장비 bucket용 tooth, 지
게차용 Leaf chain, 자동차부품 정 가공용 캠브로휠, 인너볼 조인트

생기원

금형용가공부품소재(열간금형), 냉간가공용 초경금형, 내마모 고 Cr주강, 철도차량용 마모판, 콤바인용 
예취날 기계연

고온고압용내열부품, 자기변형진동체, 금속 클래드판재, 고순도 가스관용 강관(2) KIST

기초
금속

인바합금, 브레이징소재, 알루미늄압출재, 금형용고속도 공구강, 무연솔더볼, 건축용극후강관, 사장교 stay cable용 PC강
연선 및 와이어, 내마모용 고Mn 철계합금, 철도차량용 고강도 경량소재, 전자패키징부품용 무연솔더패이스트, 
Cr-Mo강용 플럭스코어드와이어, 볼트, 배관자재용 무연내식황동, 용접형 금속Bellows, 용융알루미늄 도금강
판, 자동차호스 클램프용 고탄소강, 건축용 칼라코팅 금속판, 가전제품 기판부품용 무연솔더바, 전자
부품용 비정질합금 스트립, 자동차용 용접형 드라이브 풀리

RIST

화 
학

기계부품용 O-링, 구조용접착제, 자동차용그리스, 자동차용냉각기호스, 산업용핫멜트접착제, 자동차용헤드램프렌즈, 
자동차용 범퍼페이셔, 자동차용 인스트루먼트 패널, 자동차실린더헤드커버용 플라스틱, 적외선감지필터용 
플라스틱, 냉장고용 가스켓, 부식방지용 플라스틱 볼트 캡, 플라스틱 광섬유, 자동차용 플라스틱 흡
기다기관

화학연

교량지지용고무받침, 고무벨트, 교량신축이음장치, 승용차엔진용 방진고무, 냉장고 콤프레서용 써포터, 세탁
기 급수용 고무씰

화학시험

고주파용페라이트, 온도저항세라믹소자, 저  온동시소성세라믹기판소재, 열전냉각소자, 전자기기/부
품용 Seal Glass Frit, 세라믹면상 발열체, 수도밸브용 세라믹 디스크, 가전제품용 석 관히터 요업기술

중방식도료, 전자파차폐 도료, 도로표지용 도료, 방화도료, 실내공기 정화용 광촉매 도료 건자재

수도용 플라스틱관 및 이음관, 난방용 플라스틱관, 하수용 플라스틱관, 가스용 플라스틱관, 플라스틱 볼밸브 생활환경

섬 
유

필터백미디어, 에어필터, 액체필터, 산업용코팅직물, 건조/압연펠트소재, 자동차용캐빈필터, 팽창식구명장비
용 섬유소재,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한외여과(UF, Ultra filtration)용 중공사막 필터, 연료탱크 내장
형 필터

생기원

자동차안전밸트용 웨빙, 지오그리드, 지오텍스타일, 지오멤브레인, 지오드레인, 자동차용 에어백 원단 원사직물

 안전/유해보호용섬유소재,  건축용 방음 및 흡음소재, 방화/내열용 섬유원단, 화스너테이프, 텐트원단 의류

8분야 30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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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신뢰성평가․인증의 추진체계 및 흐름도

 □ 추진체계

 

평가대상품목 선정  - 분야별 기술위원회, 신뢰성전문위원회 개최

평가기준 개발
 - 평가대상품목에 대한 신뢰성평가기준 개발
   (분야별 신뢰성평가기관)
  * 기술위원회 활용(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신뢰성 평가
 - 신뢰성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1차 시장진입 및 수출촉진 수단

신뢰성 인증
 - 평가결과 적합품목에 대해 인증 부여(신뢰성전문위원회)
  * 2005. 4월 현재 213건 신뢰성인증 부여

신뢰성 보험공제
 - 인증 획득품목에 대해 신뢰성보험 실시

  * 2차 시장진입 및 수출촉진 수단

 □ 신뢰성평가․인증 흐름도

 

평가기준적합평가기준적합

신뢰성인증신뢰성인증
((기술표준원기술표준원 ))

--Failure ReportFailure Report
-Debugging Report-Debugging Report

신뢰성평가신뢰성평가

시장진입시장진입 ((기업기업 ))

설계변경설계변경평가기준부적합평가기준부적합
부적합원인분석부적합원인분석   및및
향상방안제시향상방안제시

시장진입촉진

신뢰성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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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 추진 배경
 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산업적 비중 증대

  21세기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 제조산업도 정보기술산업을 기반으

로 변모하고 있고, 그 변화 속도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이 되어 가치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산

업용 소프트웨어가 제조업과 접목되어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제조산업

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대두되는 등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나. 소프트웨어의 품질개념 도입 시급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상품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생산 및 완제품 출하까

지의 전 공정에 걸쳐 품질관리 기술이 확립되어, 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이 운

되고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개발공정은 물론 완제품의 경우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개발자의 지식에만 

의존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외적인 신뢰도 저하의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서 요

구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개념과 평가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다. 소프트웨어의 국제표준 인증요구 증대

  1990년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분야 국제표준활동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통합기술위원회인 JTC1/SC7(Software Engineering)

에서 주도하고 있다. 작업그룹10(WG10)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능력과 

성숙성 등을 평가하는 ISO/IEC TR 15504 시리즈(SPICE)를 제정하여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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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구 체계를 갖추어 운 중에 있으며, WG6에서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

질특성과 측정방법을 정의하는 ISO/IEC 9126 및 14598시리즈 제정을 완성하

고, 현재 ISO/IEC 9126과 ISO/IEC14598을 다시 합치기 위한 노력이 SQuaRE(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SW평가기술을 적

용함에 따라 향후 소프트웨어의 무역거래시 국제표준 인증요구가 예상되고 있

다. 따라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의 평가기

술 기반 구축이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제표준의 SW평가기술에 

대한 국내 확산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요구사례

    ․ 미국 : 미 국방성에서는 CMM Level 3이상을 요구

    ․ 일본 : 제품의 결함 최소화 보장 요구

       (공정별 시험의 정량적 관리 및 통계적 추정관리 요구)

    ․ 기타 : 미주, EC지역 등에 수출시 TL9000 및 ISO9000 인증요구 사례 증가

2. 인증사업 개요
 가. 법적 근거

  ES인증 사업의 법적 근거는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 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422호 

2003.11.10)에서 정하고 있다.

 나. 사업 목표

  산업용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기반구축을 위하여 내장형SW 및 생산자동화 

SW 등 산업용SW에 대한 국제표준의 평가기술을 적용한 인증기준 제정과 산

업용SW 품질측정을 위한 테스트 베드구축, 소프트웨어 평가기술 확산을 위한 

외부 시험․평가센터 발굴․지원, 소프트웨어 품질측정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

와의 공동 연구체제 구축등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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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SO/IEC 12119(소프트웨어 품질요구 사항 및 시험), ISO/IEC 9126(소

프트웨어 품질특성평가)에 적합한 산업용SW 표준적합성 품질평가 실시 및 해

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

어 품질특성 평가기술을 보급한다

 다. 인증대상

  국내 SW 개발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갖추고 3년 이내에 자체적

으로 개발한 산업용 SW로, 산업자동화용 공정․감시 제어 소프트웨어 및 디

지털 산업기기의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 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외국의 기술도입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도입 소프트웨어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산업용SW는 제조업의 생산공정을 감시․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전자

제품 및 산업용기기에 내장되어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Embedded) 소

프트웨어, 공정제어소프트웨어는 각 공정을 시각적으로 감시․제어하는 MMI/HMI, 

SCADA, DCS 등이 있으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내장한 디지털

가전제품(디지털TV, 냉장고, 휴대폰등)과 산업용기기(계측기, 로봇)에 활용하

는 소프트웨어 포함한다

 라.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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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인증신청서류 및 실행SW를 첨부하여 민원실에 신청

사전조사 ․평가담당자가 신청업체 방문 조사(신청업체 연구개발․시
험․품질관리 현황 조사 및 관련자료 보완)

1차인증위원회 심의
․산업용SW 대상범위(기술성 및 경제성등 검토) 및 인증기준

(안) 심의
․인증위원회 위원중 실사위원(2명) 선정

현장실사 ․신청업체의 개발․시험․품질관리 환경 기술수준 조사

제품시험 ․인증기준에 의거 제품시험 실시
․SW신뢰성 평가를 위한 현장시험 및 운 자료 측정 수행

2차인증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적정성, 현장실사, 품질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
하여 인증여부 심의

인증서 발급 ․인증적합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국문, 문) 발급, 제품 및 
용기에 인증표시허용

 마. 인증 실적 

인증번호 업 체 명 인증제품명 대표자

2004-001 한국정보
통신(주) ․신용카드 조회기 S/W(PT-105) 김철호

2004-002 (주)케이디티
시스템즈

․산업자동화 감시․제어 시스템 S/W
  (사이몬-HMI V1.8)

안재봉

2004-003 (주) 린기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제어시스템 S/W
  (Autochro-2000 GC Control Build15) 조 호

2004-004 (주)스페이스
링크

․산업자동화 감시․제어 시스템 S/W
  (미어캣  V1.5.0)

양희식

2004-005
(주)주인정보

시스템
․산업자동화 감시․제어 시스템 S/W
  (주인 이지웹 V1.2) 김근호

2004-006 〃 ․산업자동화 감시․제어 시스템 S/W
  (주인 이지뷰 V1.2) 김근호

2004-007 한국디지털(주) ․인터넷기반 냉동설비 원격제어장치 S/W 
  (KDC1000 V2.0)

권혁찬



298  제5장 기술평가 및 인증

인증번호 업 체 명 인증제품명 대표자

2004-008 나다에스앤브이
․온라인 설비감시․진단 시스템 S/W
  (나다CMS V1.2) 김민호

2004-009 (주)전자카드
품질인증원

․표준SAM 기능시험 프로그램
  (TASIC 표준SAM V1.0) 오화종

2004-010 〃 ․PSAM 기능시험 프로그램
  (TASIC PSAM V1.0)

오화종

2004-011 〃 ․전자카드(선불카드) 기능시험 프로그램
  (TASIC IC V1.0) 오화종

2004-012 〃 ․LSAM 기능시험 프로그램
  (TASIC LSAM V1.0) 오화종

2004-013 (주)효성 ․디지털 보호 계전기 S/W(HPR- MD V
4.0)

이돈

2004-014 〃 ․변전소 종합 자동화 시스템 S/W(HISAS 
V1.0) 이돈

2004-015 〃 ․WEB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S/W(HIPAC 
V1.0) 이돈

2005-001 벨록스
소프트(주)

․개인휴대전화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S/W(Jinos V 1.0) 이흥복

3. SW품질 시험평가를 위한 인증기준 작성
 가. 시험평가 인증기준 제정시 산업용 소프트웨어 품질평가기준은 크게 “일반

적 품질 평가기준(ISO/IEC 12119)”과 “품질특성 평가기준(ISO/IEC 9126-2)”등 두
개 부분으로 구분한 국제표준을 활용한다.

 나. 일반적 품질 평가기준(ISO/IEC 12119)은 제품설명서, 사용자문서, 실행
SW에 대한 기준을 정의한다

  일반적 요구사항 및 제품설명서 적합성은 제품설명서 또는 사용자 문서와 

제공된 프로그램간의 용어의 일관성, 제품의 식별성 및 공급자 표시사항 등 

일반적인 평가사항과 제품설명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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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문서는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매뉴얼로서 기능의 설명이나 성

능의 범위 등이 정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해가 쉬운 구조인지를 평가하는 

절차로서 설명되는 모든 기능과 실제 소프트웨어간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총 10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SW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제품설명서 또는 사

용자 문서에 근거하여 모두 설치되고 정확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실행중 어떠

한 경우에도 제어불능이나 데이터의 손실 등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총 12개의 평가항목을 통하여 제품설치 과정에서부터 기능 수행의 정확

성 및 입․출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 품질특성 평가기준(ISO/IEC 9126-2)

   1) 소프트웨어 품질 적용 모델

  소프트웨어 품질은 ISO/IEC9126-2 국제표준에서 정의한 품질 특성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특성 모델 ]

소프트웨어
품질

소프트웨어
품질

기능성기능성 신뢰성신뢰성 사용성사용성 효율성효율성 유지보수성유지보수성 이식성이식성

적합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준수성

적합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준수성

성숙성
오류허용성
회복성
준수성

성숙성
오류허용성
회복성
준수성

이해성
습득성
운용성
친밀성
준수성

이해성
습득성
운용성
친밀성
준수성

시간반응성
자원효율성
준수성

시간반응성
자원효율성
준수성

해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성
준수성

해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성
준수성

적응성
설치성
공존성
대치성
준수성

적응성
설치성
공존성
대치성
준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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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품질특성 측정 메트릭

   가) 기능성(Functionality)

  기능성이란 소프트웨어를 특정조건에서 사용할 때 명시된 요구와 내재된 요

구를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측정 메트릭이다. 또한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 

문서에 규정된 기능 및 성능을 정확하게 충족하는지 등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

하여 적합성(Suitability), 정확성(Accurac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보안

성(Security) 등 12개 평가 항목으로 측정한다.

   나) 신뢰성(Reliability)

  신뢰성은 소프트웨어를 특정조건에서 사용할 때 고장발생 없이 요구되는 성

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 메트릭으로, 소프트웨어는 시간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성능의 저하가 발생되지는 않는다. 잠재된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나 사용자의 입력값 오류에 대한 오류 처리능력등에 따라 신뢰도가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시전 잠재된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보완하고 사용

자에 의한 오류 상황을 최대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제품의 

신뢰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평가항목은 성숙성(Maturity), 오류허용성(Fault Tolerance) 및 복구성(Recoverability)등 

1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다) 사용성(Usability)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학습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갖게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성(Understandability), 학

습성(Learnability), 운용성(Operability) 및 호감성(Attractiveness)등 25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라) 효율성(Efficiency)

  소프트웨어를 운 할 때 사용되는 자원(메모리, 저장매체 등)을 적절하고 효

율적으로 운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간반응성(Time behavior) 및 자원

효율성(Resource utilization)등 22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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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소프트웨어의 수정, 개선, 혹은 개작 등 소프트웨어를 적시성 있도록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능력평가 메트릭이며, 해석성(Analyzability), 변경성(Changeability), 안

정성(Stability) 및 시험성(Testability) 등 15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바) 이식성(Portability)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H/W, OS 등의 변경)으로 

바꾸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 측정 항목으로, 적응성(Adaptability), 설치성

(Installability), 대체성(Raplaceability) 및 공존성(Co-existence)등 10개 평가 항목으

로 구성된다.

제8절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

1. 개요
 가.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란?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서비스업으로 분

류되는 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자사의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제

품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인증을 신청한 기

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별도로 정한 평

가지표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Feedback report)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

표하는 제도이다.

 나. 목적 및 필요성

  서비스경제시대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요구의 증가,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선진 서비스 접촉 기회의 증대,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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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

불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범 정부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대내적으로 안정적 내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우

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안정적 고용확대, 수출 및 투자촉진, 고부

가가치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일대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세제․

금융․부담금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정책적 차별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체계확대,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법적근거

  ㅇ 품질경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ㅇ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31호)

2. 추진경과 및 인증현황
 가. 추진경과
 

  ㅇ ‘04. 3. 23 : 서비스인증 심사위원 워크샵 실시  

  ㅇ ‘04. 4. 1 : '04년도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공고

  ㅇ ‘04. 5. 28 : 집행기관 추가지정(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ㅇ ‘04. 12. 23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개정

    - 제4조(인증대상) 제품사후서비스 분야 추가

    - 제12조(우대) 우대사항 확대 및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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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증현황

  ‘01년도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백화점, 할인점 등 29개 업종 230개 사업장

이 인증을 받았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인증현황

구   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합 계

호 텔 1 5 1 7

백화점 19 12 2 3 36

콘도미니엄 10 3 13

할인점 12 5 1 18

주유소 32 9 41

TV홈쇼핑 1 3 4

여행사 8 1 1 10

택배 5 1 1 7

포장이사 1 1 2

외식업체 1 3 4

단체급식 1 5 6

빌딩관리 2 2

음식점 3 3

프랜차이즈 5 5

보험 14 3 3 20

신용카드사 1 1

병원 14 3 17

테마공원 1 1 2

예식장 1 1

텔레마케팅 8 1 9

인터넷쇼핑몰 4 4

대학 2 2

공공서비스 1 1

시장조사 1 1

직업훈련 1 1

고속도로휴게소 2 2

교육기관 1 1

초고속통신망 9 9

공기업 1 1

합  계 74 92 42 2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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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대상 및 인증절차
 가. 신청대상업종(48개 업종)

  ㅇ 유통서비스업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 

주유소, 전문점(대형양판점), 중고자동차 매매업

  ㅇ 수송서비스업 : 택배(항공운송서비스 포함), 포장이사, 렌트카, 고속버스

  ㅇ 레저서비스업 : 호텔, 콘도미니엄(종합휴양업 포함), 테마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스포츠센타, 화관, 여행사

  ㅇ 외식서비스업 : 식당(한식, 일식, 중식, 양식), 패스트푸드점(패 리레스토

랑, 피자, 햄버거, 치킨), 패 리레스토랑, 단체급식, 제과점

  ㅇ 통신서비스업 : 이동전화, 초고속통신망, 텔레마케팅(전화서비스업)

  ㅇ 금융서비스업 : 은행, 증권, 보험(생명, 손해),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새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ㅇ 교육서비스업 : 대학교/대학, 사이버대학, 초․중․고․성인교육기관, 서

점, 직업훈련기관(노동부인가기관

  ㅇ 보건서비스업 : 병원(종합, 일반, 개인, 한방병원) 및 의료기관, 장례식장

  ㅇ 전문서비스업 : 시장조사(리서치), 광고대행업(종합기획사), 빌딩관리업, 

종합용역업, 예식장

  ㅇ 공공서비스업 : 공공기관, 공기업(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 정부재투자․

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나. 인증절차

  ㅇ 신청․접수 

    - 집행기관(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 택일하여 신청하되, 신청서, 인증심사 공적서,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 사업장 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

단위로 신청 

  ㅇ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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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심사 : 집행기관(신청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를 토대로 

합․부 판정을 하고,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공개평가를 실시

    - 공개평가(700점)

      ․ 사업장 단위- 평가위원 2인/1일 

      ․ 기업단위 - 평가위원  3인/1일

    - 암행평가(100점) : 별도 심사원의 암행평가

    - 고객평가(200) : 고객의 설문조사(필드, 인터넷 조사 등) 실시

    - 공개평가, 암행평가 및 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품질인증 전문위

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ㅇ 심사비용

    - 전업종 200만원(부가세 별도)

    - 기업단위 신청자 : 대기업 350만원, 중소기업 250만원

    - 심사원 출장비 별도(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심사비용은 서류심사 통과후, 납부 

  ㅇ 인증서 및 인증마크

    - 인증서 :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수여

    - 인증마크 

      ․업체의 사업장에 게시 또는 제품․용기․포장에 표시 

      ․광고시 인증내용 홍보(각종 홍보물에 표시)

  ㅇ 재평가 및 사후관리 : 유효기간 2년(필요시 사후관리 시행)

4. 평가기준 및 방법
 가. 평가기준

  ◦ 현장평가기준은 리더쉽, 서비스품질 경 전략, 고객정보(시스템)의 운  

및 활용, 고객접점 서비스 운 ,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서비스 경 성과를 공통평가기준과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 다. 총점은 1,000점 만점(현장평가 700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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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평가 100점, 고객평가 200점)으로 800점(현장평가 560점 이상) 이상 획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인증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인증업체로 최종 선정하 다.

  ◦ 평가지표 : 14종

  공통, 콘도, 대학교/대학, 택배, 텔레마케팅, 병원, 화관, 외식 서비스, 은행, 

이사, 장례식장, 중고자동차 매매업, 호텔,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 평가항목

번호 대  항  목 중항목 배점

1 리더쉽 3 150

2 서비스품질 경 전략 3 200

3 고객정보(시스템)의 운  및 활용 4 100

4 고객접점 서비스운 4 150

5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4 100

6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3 100

7 서비스 경 성과 3 200

합계 7개 24개 1,000

 

 나. 평가단의 구성

  ◦ 심사원은 서비스품질인증 전문위원회, 한국서비스경 학회, 품질경 학회 

등을 중심으로 총 70명으로 구성하 으며, 교육과 Workshop을 통하여 

심사원간 개인편차를 최소화하 다.

5. 인증업체 지원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간지, 경제지 등

에 종합광고 및 인증된 업체의 홍보책자와 인증업체중 업종별로 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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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집을 별도로 발간하여 관련기관(단체) 및 업계에 벤치마킹 자료로 활

용토록 널리 보급하 다.

  ◦ 인증업체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아래 사항을 지원토록 조

치(동 요령개정 제12조(우대)에 명시)

     1. 조달구매에서의 신인도 평가

     2.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 지식서비스육성자금 지원심사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4.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5.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6. 향후 추진계획
  ㅇ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의 법적근거 명확화

    -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증 절차 등 명확화

  ㅇ 대상품목 추가

    - 제품사후서비스분야를 추가하여 제조업에 대하여도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실시

  ㅇ 집행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추가 위촉

    - 제품사후서비스분야가 추가됨여 따라 인증신청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어 1개 집행기관 추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추가 위촉

  ㅇ 평가지표 제정

    - 제품사후서비스분야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의 제정

  ㅇ 교육교재 개발

    - 심사원의 능력개발 및 심사원간 개인 편차를 최소화하여 인증사업의 신

뢰성 및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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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표준화연구개발

1. 사업개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TBT)협정에 따라 표준을 둘러싼 

세계환경의 변화와 함께 로벌 무역거래에 있어 표준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ISO, IEC, ITU 등이 관장하는 국제표준

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술정책에서 표준화의 역할이

나 표준화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의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의 과학기술은 대단히 빠른 스피드로 발달하고 있고 이와함께 표준화

도 한층 더 빠른 스피드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연구개발

과 표준화를 접하게 관련지어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기획,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 으며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럽연합(EU)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한 표준화전략을 추진하여 연

구개발 단계부터 세계표준제정과 병행함으로써 시장선점을 추진하고 국제표준

화기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 미국의 경우 R&D 동향, 기술과 표준정책 이슈를 전략계획과 경제적 관점

을 병행하여 운 하고 표준개발기관(SDO) 인정을 통한 표준의 연구개발을 실

시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이전 및 진흥법제정(‘96)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

고 국립기술표준원(NIST)의 총괄조정을 통한 국가표준제도 정비를 추진.

 다. 일본은 세계표준이 일본산업에 미친 막대한 손실을 인지하고 국가표준제

도의 재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공업표준화 장기계획 및 21C 기술인프라구축 표

준종합계획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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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에서는 21세기 표준생산국으로의 도약과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

해 2000년 표준화 연구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IT, NT, BT 등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의 신속한 대응과 서비스표준 등 신수요 분야에

의 중점추진 대상 분야를 확정하여 자체 표준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추진 대상분야>

  ◦ IT, NT, BT 등 산업체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로서 시급히 국가표

준 및 국제표준을 선점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새로운 국제표준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

  ◦ 우리나라 전통 표준화 및 안전, 서비스, 환경, 고령자, 장애자 등 공공 및 

복지분야

  ◦ 세계일류 표준화 연구기관과 핵심 첨단산업 분야의 공동 협력이 필요한 

분야

  ◦ 정부규격통일화 및 한국산업규격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분야

  ◦ 신성장동력산업 10개 분야

  이러한 중점분야의 표준화 연구개발과 함께 국제표준화 정세에도 능동적으

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산업표준화 활동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산․

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0여개의 전문분야별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운 하

면서 전문지식, 기술정보 및 업계동향 등에 관한 자료교환 및 정보조사․분석 

등 연인원 1,000여명 이상이 표준화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활동사항>

  ◦ 표준화 연구개발과제 발굴

  ◦ 한국산업규격(KS) 제정․개정 및 폐지 대상규격의 조사

  ◦ 규격 제정․개정(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 국제규격, 선진규격, KS규격 및 단체규격의 비교검토

  ◦ 표준화연구를 위한 산업현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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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IEC TC/SC/WG 등의 국제표준화회의 활동

  ◦ 기타 표준화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원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670여개 분야 기술위원회(TC/SC)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

며, 그 결과 2004년도에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제정에 많은 향을 미치는 국

제의장, 국제간사 등의 지위를 다수 점함으로써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여건

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호전되었으며, 향후에도 우리 원은 이러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추진현황
 가. 2004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현황(2004년12월말 기준)

(단위 : 과제수)

부   서 경상연구
산기반

(표준화)
기술개발 합 계

비 고

(완료과제)

기술표준기획부 - - -

안전서비스표준부 2 9 - 11 5

신산업기술표준부 18 16 6 40 23

기간산업기술표준부 21 21 11 53 34

총  계 41 46 17 104 62

  2004년의 전체 연구과제수는 104개 과제로써 전년도의 108개 과제와 비슷한 

수준이며, 부서별 수행 과제수의 대비는 전년도에 우리 원의 기능별 내부 조

직개편이 있었기에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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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과제별 분류

   1) 경상연구

  시험․분석방법의 제․개정 또는 산업의 초정  측정기술 및 국제규격과의 

부합화를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로서, 우리 원 자체예산

으로 수행하는 연구이다. 2004년의 추진성과로 38과제를 완료하 으며 한국산업

규격(KS) 44종을 제정 또는 추진중이고 6종의 규격은 개정 및 개정중에 있다.

<표6-1-1>              2004년 경상연구과제 현황
번호 과    제   명 비고

1 선박 자동 항법장치용 자동추적 보조 시스템 표준화 완료

2 개방형 시스템 네트워크 층 프로토콜 개발 지침 표준화 연구 “

3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 연구 “

4 한지(서화지 및 포장용 한지)의 표준화 연구 “

5 오존수 중 오존농도 측정방법 규격 개발 “

6 가스검지관을 이용한 탈취 성능 평가방법 표준화 “

7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성능 평가방법 개발 “

8 DDR2 메모리의 패키지 기술 및 신호체계 저장기술 표준화 “

9 광섬유 및 케이블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조사연구 “

10 고주파(800MHz이상) 방사내성 적합성 평가방법 표준화 “

11 RFID(무선인식) 식별체계 표준화 연구 “

12 Test-Case기반 SW평가 관리도구 개발 “

13 수소에너지기술 국제표준화 대응방안연구 “

14 경유 황분 평가방법의 신뢰성 연구 “

15 가스히트펌프 평가방법에 관한 표준화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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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    제   명 비고

16 풍력발전시스템 인증절차에 관한 조사 연구 “

17 동력이앙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화 연구 “

18 고압 액류 염색기의 부속품 표준화 연구 “

19 문서 세단기의 성능평가 표준화 연구 “

20 자동차 주행 및 복원안정성평가 표준화연구 “

21 CAD시스템 제품모델 교환 시험방법 “

22 청소용 로봇 성능평가방법 표준화 “

23 공압제어밸브의 유량특성 성능평가방법 표준화 “

24 프라피버스 성능시험방법 표준화연구 “

25 금속-유기물코팅의 전기화학적 측정방법 표준화 “

26 무연쾌삭황동제품의 성능평가방법 “

27 승강기용 와이어로프 비파괴시험방법 표준화 “

28
원자현미경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반구축 용어 부문 

KS 규격화 추진 
“

29 수침법에 의한 고주파 초음파펄스-반사 수직 탐상시험방법 개발 “

30 정전현상에 대한 전자소자 보호 표준화연구 “

31 폴리머 전기 절연재료의 트래킹성 및 부식성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 “

32 전기케이블 전류정격 계산방법 표준화 “

33 차단기류 접점 표준화 연구 “

34 무세제세탁기 세탁성능평가방법 개발 “

35 전자식 도어록의 표준화 연구 “

36 유기탄성체의 저온특성 평가방법 표준화 “

37  한․중 물류표준 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

38  자동차용 에어백 원단의 표준화 연구 “

39 의료 정보통신 표준 프로토콜 개발 수행중

40 PDP 모듈과이미지보드간의 전기적 신호연결 “

41 SMPS를 이용한 금속나노분말의 입도측정 방법 표준화 “



316  제6장 표준화연구개발 및 시험분석

   2) 산기반 표준화연구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 확립과 독자적 표준화역량의 확보를 목적으로 초정

 측정기술, 시험평가 및 표준물질개발 등 표준화가 확립되지 않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년 이

상의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4년도에 12

개 과제를 완료하고 23개 과제가 수행중으로 총 29종의 KS규격을 제정 또는 

제정중이며, 1종의 국제규격을 제안하 다.

 

<표6-1-2>             2004년 산기반 표준화연구현황
번호 과    제   명 비고

1 3차원 그래픽 모델 압축 및 전송 표준화 연구 (위탁) 완료

2 간장중의 단백혼입률(MCPD) 시험방법 표준화 “

3 모니터 제품(VDT)의 전자계 방사량 측정 표준 제정 “

4 레이저 안전성 및 등급 시험평가기술 “

5 XML 요소기술 적합성 평가 기준 및 툴 개발 “

6 세라믹용사층의 기공율측정 - ISO/TC107에 규격 제안 “

7 옥외용 자기세정형 건축소재의 carbon계 내오염성 평가방법 표준화 “

8 이미지 해석법에 의한 도막결함 평가방법 표준화 “

9 담체의 시험방법 표준화 “

10 전기화학적 기법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의 임계공식 온도측정 표준화 “

11  인조흑연 전극봉의 물리적 특성평가 및 평가기술 표준화 “

12  유기땜납 보존재 평가방법 개발 “

13 적합성평가용 비트스트림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행중

14 표준가스 제조용 동적혼합장치의 성능평가 표준화 “

15 체외진단용 마이크로어레이 평가방법 “

16 초전도 박막의 고주파표면저항 측정방법의 표준화 “

17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 시험평가방법 표준규격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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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    제   명 비고

18 액체저장 탱크의 액동압 및 풍압에 대한 표준규격화 연구 “

19 위성동체용 방열판의 방열능력 평가방법 표준화 연구 “

20 모듈지그 및 픽스처 표준화 연구 “

21 열물성 측정표준 규격화 기반구축 “

22 자율로봇 종합평가 기술표준화 “

23 수중폭기기의 성능평가방법 표준화 기술개발 “

24 안경렌즈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25 차세대 구조용 강재의 표준화 “

26 무연솔더페이스트의 기계적특성 평가방법 표준화 수행중

27 세라믹용사층의 스크래치 시험방법 표준화 “

28 SPM 의 표준화에 따른 LFM 모드 측정평가방법 표준화 “

29 AFM/NSOM 일체형장비를 이용한 NSOM 기술의 표준화 “

30 전자재료용 박막의 도금평가기술 표준화 “

31 가스검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및 설치, 사용,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화 “

32 자동차용 42V 시스템의 평가방법 개발 “

33 점착제의 수용성 및 수분산성 측정 표준화 “

34 섬유 및 섬유제품의 전기적 특성 시험평가법 표준화 “

35 국제적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보호복 시험방법 및 성능 평가 “

   3) 표준화기반조성사업(표준화)

  표준화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의 규모

가 확대되고 세분화․전문화됨에 따라 각 사업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또한 민

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을 우리 원의 산업표준화(KS) 활동 등과 유기적으로 연

계함으로써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원의 사업담당과별로 개

별사업을 검토(협약)하고, 그 추진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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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3>        2004년 표준화기반조성사업(표준화) 현황
과  제  명 주관기관 소관과

부품/소재 표준화 한국표준협회 자본재표준과 

생활, 서비스 표준화 한국표준협회 문화서비스표준과 

물류표준활성화 한국표준협회 물류교통표준과

제품안전표준화 한국표준협회 제품안전정책과

지리, 교통정보 표준화사업 한국표준협회 정보시스템표준과 

생물기술 산업제품의 표준화기반구축 생물공학회 생물환경표준과

시험측정기술의 숙련도시험 체계구축 표준화시험원 계량측정표준과

자동차표준화기반구축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본재표준과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 기반구축 평판디스플레이조합 디지털표준과 

신성장동력산업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한국표준협회 비즈니스표준과

산업용S/W 평가기준의 표준화 및 평가기반구축 표준화시험원 비즈니스표준과

 

   4) 표준화개발연구

  표준화개발연구에는 특별연구와 수탁연구가 있다. 특별연구는 에너지절약, 

환경, 안전, 재활용, 청정기술 등 공공적 성격의 기술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

하여 산자부의 표준화개발자금을 활용하거나 과기부, 환경부 등 타 기관으로

부터 예산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수탁연구는 전문연구인력 및 

시험․연구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국가규격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데 따

르는 표준화 애로기술과 시험평가기법의 해결을 위한 단기적 연구과제 그리고 

에너지절약, 환경, 자원재활용, 공정의 단순화, 자동화기술 등 중소기업 단독으

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통애로기술 등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기업에서 우리 원에 

의뢰하는 것으로서, 우리 원은 연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수임하여 수

탁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의 수행 결과를 의뢰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있다.

  동 연구부문에서 2004년 12월말 14개 과제를 완료하고 3개 과제는 계속 수

행중에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경우 완료된 개발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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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업에 이전 완료하 고, 그 외의 표준화 연구과제에서는 총 7종의 KS규

격이 개발되어 제정중에 있다.

<표6-1-4>             2003년 표준화개발 연구현황 
번호 과   제   명 비고

1  전기․전자산업의 선진국환경규제 대응시스템개발과 
 기술이전확산사업

완료

2  생물무기금지 협약 국내이행을 위한 실태조사사업(위탁) “

3  Clay계 Nano 복합섬유소재 및 부품의 신뢰성 평가(위탁) “

4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저감대책 연구 및 표준화 “

5  근적외선 분광법을이용한폐플라스틱건식선별 기술개발 “

6  개방실험실 운 을 통한 청정재자원기술 보급화 “

7  이방성 전도필름용 미세구상의 나노도금기술 개발 “

8  자동차부품소재 중금속 분석방법 표준화(1) “

9  자동차부품소재 중금속 분석방법 표준화(2)(위탁) “

10  자율로봇 표준화기반구축 연구(위탁) “

11  열특성 측정표준 규격화 기반구축(위탁) “

12  플라스틱 칼라 창호샷시의 내구성 향상에 관한연구(2) “

13  전력산업표준화 기반구축사업 “

14  저전압 전력공급시스템의 임피던스설정 및 플리커측정 “

15 전자소재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위탁) 수행중

16  전기전자 부품소재의 난연제 시험방법 개발(청정) “

17 Nano 복합섬유소재 및 부품의 신뢰성평가 (위탁) “

3. 향후 추진전략
 가. 추진방향
 □ 표준의 개발과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로의 위상정립

   ◦신수요 및 환경, 안전 등 공공재적 분야의 표준연구 확대

   ◦표준화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관리체제를 강화

 □ 시장적합성이 큰 표준의 개발을 위해 산․학․연 협력강화

   ◦IT, BT, NT 등 차세대 핵심산업분야의 표준화 수요에 신속 대응

   ◦민간 개발기술을 국제표준화와 연계지원

 □ 세계일류 표준화기관과의 공동연구협력 강화

   ◦첨단핵심 산업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의 동반자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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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진방안

   1) 표준화 연구개발 운 ․관리시스템 개선

  표준화연구의 예산조달, 사업운  및 관리 등 사업목적에 따라 전담기관이 

지정되어 국가표준화기관과의 연계성 미비 등 국가전략차원에서의 표준화 운

․관리시스템이 부재

  ◦ 표준화수요조사,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 표준화 연구정책의 일원화 절실

  ◦ 현행체계

연구수행기관 ⇒ 전담기관 ⇒ 규격 제․개정 총괄(기술표준원)

    ‧ 과제완료에서 평가까지의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2) 산업분야별 표준화 로드맵 작성  

  표준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표준에의 신속한 대응과 전략적 표준

체제 확립을 위해 산업분야별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

     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운

     나) 국내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의 동향 등을 반

   3) 첨단 핵심산업분야의 표준화수요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표준화 로드맵을 기초로 세계일류 표준연구기관과의 공동과제 발굴 및 추진

   4)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

     가)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나)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 및 기여도 등을 균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

록 산․학․연․관의 표준화 전문인력 Pool 제도를 구성․ 운

.

   5) 표준 중점연구과제의 지속 추진 

     가) NT, EM, GR 등 기술평가와 표준화연구와의 연계 활성화

     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의 신속한 대응과 표준선점을 위한 시장지향적

인 연구개발 추진

     다) 신성장동력산업(10개 분야)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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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험․분석

1. 시험분석 및 평가현황

  가. 선진국 현황

  최근 선진 각국은 네트워크 시스템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단일화

된 시장에서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 되도록 하여 세계시장을 선점

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및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다.

  또한, 각종 표준과 관련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품질보증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시험․분석이나 평가기술이 각종 표준을 제정하

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국제기술기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기술기준을 계속 강화하여 국제규격 제․개정시 자국의 

엄격한 기술 및 제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입규제와 자국의 산업보호 수단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부터 시험․분석․평

가기술이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국내현황

  국내의 시험․평가기술은 제품 및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표준화기술, 시

험․평가기술 및 품질인증기술의 기반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선

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표준화법, 품질경 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계량및측정

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법정 시험․검사업무인 공산품 사후관리위주로 수행해 

오고 있으며, 1978년부터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운 , 시험인정제도와 관련한 ILAC, APLAC 등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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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APLAC에서 주관하는 비교숙련도 시험 등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1992년에는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KOLAS)를 설치하여, 공인시험․검사

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 및 숙련도 시험, 국가간 

시험소 상호인정추진 및 국제협력활동 등을 통한 국가간 상호 인정체제를 구

축하여 수출상품의 이중검사방지 등 국내시험평가기관의 기술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다. 기술표준원 현황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평가 및 연구개발 업무 중

심으로 수행해 오다가 2000년 9월부터는 표준화업무 중심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각종 시험․분석․평가업무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표6-2-1>

<표6-2-1>              연도별 시험분석 처리현황
(건/항수)

            년도별

 부  별
2002 2003 2004 계

기술표준기획부 90 115 106 311

안전서비스표준부 3 5 4 12

신산업기술표준부 91 44 14 149

기간산업표준부 520 184 105 809

관리과 30 12 24 66

계 734 360 253 1,347

  시험분석 평가 업무의 감소요인을 일반 민원의뢰시험과 법정시험으로 구분

하여 분석해 보면

  첫째, 기업자체의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되고 KS표시 및 각종 품질인증획득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 사이에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도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요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 KOLAS 인증기관의 확산과 공인시험평가기관이 확대되면서  민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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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연구기관이 담당하는 시험분석 업무는 증가하는 반면 계량기 검ㆍ교정 업무 

등 각종 법령의 이관에 따라 일반의뢰 시험분석 업무는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표준전문기관으로서 민간시험연구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①

민간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장비가 없거나 자격 또는 전문인력이 없어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②시험방법, 규격 등이 없는 경우, ③ 공공적 성격의 의뢰 시

험․분석의 경우, ④바이어 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 우리 원의 시험․분석 성

적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수를 받아 처리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표준전문기관으로서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특수시험․분석․평가업무가 활성화되어야 시험․분석․측

정․평가기술이 축적되고 이를 통해 각종 표준의 제․개정 기반이 확립될 수 

있고, 나아가 국제표준기술의 제안도 가능할 것이다.

2. 보유 시험연구장비 현황

  가. 부서별 보유현황

  현재 기술표준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는 총 14,246대로 총액은 

51,936백만원이며, 500만원 이상 시험․연구장비는 709대로 총액은 44,684백만

원이며, 부서별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6-2-2>      부서별 시험 연구장비 보유 현황(5백만원이상)
구  분

기술표준기

획부

안전서비스

표준부

신산업기술

표준부

기간산업기술

표준부
계

수 량(대) 221 65 32 391 709

금 액(백만원) 7,467 2,053 14,689 20,475 44,684   

  기술표준원은 기존의 화공, 기계, 전기전자분야 외에도 자동화설비 시험․평

가센타를 ’97년 12월 착공, ’99년 12월 완공하여 자동화부품과의 로봇평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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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 정 전자과의 전자파 평가 연구실, 신뢰성과의 제품 환경평가 연구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로봇평가 연구실에는 로봇분야, 공정제어분야, 광 

및 자동화센서 분야, 제어분야로 구분하여 자동화 설비 시험․평가에 관련된 

전문 시험․평가 장비를 2000년∼2003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도입 중에 

있으며, 자동화 관련 특수 시험․평가 설비가 완비 될 경우 국내 최고의 전문 

시험․평가센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시험 연구장비 확충계획

  대내외 기술환경은 고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과 최첨단의 시험연

구장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표준화, 전문 시험․평가 및 인증

기관으로서 타 시험연구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국가 표준제정 및 기반구

축에 필수적인 사업이면서도 수익성이 없어 민간시험연구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인 자원재활용, 신뢰성 평가, 자동화 부품 평가분야 등을 선

정하여, 시험․분석․측정에 관한 특화된 전문기술 확보가 용이하도록 각종 

시험연구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2001년도에는 무선제어 분석시스템 등 45종, 

58억원 규모의 신규장비를 도입, 설치하 으며, 2002년도에는 복합환경시험기 

등 46종, 60억원. 2003년도에는 Micro IR system 등 32종, 29억원 규모의 최

신 시험연구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3. 특수 시험 연구실 현황

  가. 정밀분석센터

  기술표준원 정 분석센터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측정표준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1992년도부터 도입된 고가 분석장비 중 공동으로 활용 가

능한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1994년 5월에 설립되어 운 하고 있다.

본 센터에는 로우방전질량분석기를 비롯한 11종의 첨단분석기기와 25여명의 



제2절  시험․분석  325

박사급 고급인력으로 산업체의 신소재제품개발을 위한 정  고난도 분석을 수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 대한 분석기술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분

석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첨단분석기술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주요 장비명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로우 방전 질량분석기(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er, VG 9000)

       국내에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 분석 장비로 주기율표상의 전원소

에 대하여 주성분에서 미량성분까지 동시에 정량분석, 동위원소비율측

정 및 시료의 층별(Depth Profile) 성분 등을 분석 할 수 있으며, 반도

체 부품 및 소재, 고순도 금속, 고기능성 합금재료, 초전도체, 다층박막

제품, 센서 및 전자재료 등의 성분분석 및 제품 평가 등에 응용되고 

있음.

    ◦ 300㎒ 핵자기공명분광기(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Varian, Unity 300 plus)

       다양한 화합물의 화학적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서 유기합성, 

생체고분자물질, 계면활성제, 고분자의 합성, 촉매 반응, 무기합성 및 

생명공학 등 여러 분야의 화합물의 분자연구에 응용되고 있음.

    ◦ 전자상자기공명분광기(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EPR, Bruker, ESP 300E)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기로서 

상자기성을 갖는 물질을 자기장에 넣으면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 전자

의 공명자장과 hyperfine splitting이 달라지므로 이를 측정하여 분석

하며, 응용분야로는 유기 라디칼 반응, 라디칼 고분자 중합, 전이금속 

착물, 촉매, 단결정 및 생체재료 등의 구조연구 등에 활용함. 

    ◦ X-선 미소 분석기(Electron Probe X-Ray Microanalyzer, EPMA, 

JEOL, JXA-8600SX)

       시료에 전자빔을 조사시켜 발생되는 X-선의 세기를 검출하여 분석하

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내에 다원소 동시분석이 가능하고 비파괴 분석

법으로 재료의 결함, 오염물질 등에 대한 원인해석에 이용됨.

    ◦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EDS, Philips, X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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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표면구조 관찰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에너지 

분산형 스펙트로미터)에 의한 성분원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

능하며, 유기재료, 무기재료, 금속재료, 전기전자재료 및 세라믹등의 구

조분석과 표면형상관찰 및 성분원소 분석에 활용됨.

    ◦ 주사형 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TEM, JEOL, 2000FX-ASID / EDS)

        재료 내부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기능(TEM)과 전자빔을 수렴하고 

주사시킬 수 있는 주사장치 및 화학분석이 가능한 에너지 분산형 분

광기가 같이 장착되어 있어 미소 역의 내부조직관찰과 조성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 표면분석장비(Surface Analysis system, ESCA-SAM-SIMS, ESCALAB 220i)

       촉매, 석유, 고분자, 금속, 반도체 및 세라믹 제품의 화학조성 및 표면

분석과 표면처리제품의 미소부위와 깊이별 원소 및 표면의 화학반응상

태 분석에 이용됨.

    ◦ 가스 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 

GC/MS,) 

       유기화합물의 구조, 정성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기기로서 유기합성, 정

화학,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의  물질 구조 확

인 및 분자량 측정, 농약, 폐수 및  토양, 환경등 유기물질의 극미량 

유해물 분석에 이용됨.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ICP-MS)

        주기율표상의 전원소에 대한 동위원소 묽힘 측정 및 극미량 원소분석

에 이용되는 기기로서 반도체, 센서, 해수, 담수, 광물, 금속, 전자재

료, 초순수 및 고순도 시약 등에 함유되어 있는 극미량 원소분석에 

활용됨.

    ◦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AES)

        광물질, 환경시료, 금속재료, 무기약품,식품, 생체시료, 센서, 해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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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전자재료 및 생화학시료등에 함유되어 있는 주성분 및 미량원소 

분석에 활용됨.

    ◦ 방출분광분석기(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OES)

       철강 및 비철금속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들의 미량 성분을 동시에 

다원소 정량분석하는데 활용됨.

  나.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

   1) 센터의 기능

    ◦ 기술정보：자원재활용 기술분석·보급과 국내외 개발기술 D/B화 사업

    ◦ 기술개발：자원재활용 기술개발·이전 및 실용화 촉진

    ◦ 기술표준：재활용 품질규격제정, 공정표준화 및 품질인증업무(GR마크)

    ◦ 기술지원：개방실험실을 구축하고 Pilot 제조설비 설치·운

    ◦ 기술정책：산업계의 재활용관련 기술정책기획 및 대국민 홍보

    ◦ 기술교육：전문인력 훈련사업과 현장기술자에 대한 기술이전·전파교육

    ◦ 기술교류：산·학·연 콘소시엄과 업종별·지역별 기술교류회 구성·운

   2) 주요설비 현황 및 분석범위

    ◦ 헨첼믹서

       - 기 능 :  재생 및 신재수지에 첨가제 등을 효과적으로 혼합하기 위한 설비

       - 규 격

         ‧ Tank Capacity：Heating(100L), Cooling(250L) 

         ‧ Flexible Spring Conveyor System(원료이송시스템) 장착

         ‧ Electric Vacuum Conveyor(분체입체자동이송장치)장착

    ◦ 반응압축형사출기

       - 기 능 : 중형이상의 부품성형에 적합한 플라스틱 성형장비로서 신제

품 개발에  매우 적합함.

       - 규 격 : 사출 Part(형체결력 용량 650 ton)

                 Press Part(Cap. 250 ton)

    ◦ 카렌다롤 쉬트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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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능 : 재생수지 Sheet 제조, 재생수지 쉬트의 고급화를 위하여 표면

에 필름 적층시, 쉬트와 적층 필름 등과의 접착성 연구에 활용

       - 규 격

         ‧ Extruder：ψ50HLP  ꋹT-die Unit：550mm (폭)

         ‧ Polishing Roll Unit：600mm(폭)

    ◦ 파쇄․분쇄기

       - 기 능 : 폐플라스틱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분쇄하여 재생수지 원료화

                 폐플라스틱 제품을 재질, 형상에 따라 효율적으로 파쇄·분쇄

       - 규 격

         ‧ 파쇄기 15 HP(크기：530L×480Wmm)

         ‧ 분쇄기 15 HP(크기：ψ250×420Lmm)

    ◦ 플라즈마 표면가공장비

       - 기 능 : 도금 및 코팅을 목적으로 플라스틱 소재의 표면처리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primer free 코팅(도금)방법 

개발하여 재활용제품의 품질 고급화

       - 규 격

         ‧ Chamber inert size ：400×400×400

         ‧ Volume：60ℓ

         ‧ Vacuum system：0.02mbar

         ‧ Process gas(現)：O2

         ‧ Gas activation by electrical energy(Radio frequency)

    ◦ 이축반응형압출기

       - 기 능 : 폐플라스틱 원료(펠렛상태 또는 파우더상태)의 특성향상을 

위하여 이 종수지 및 반응성 첨가제 등의 혼합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재생수지를 펠렛화

       - 규 격 ：ψ65, L/D=32/1, pelletizer장착, side feeder 장착

    ◦ 사출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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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능 : 압출성형된 펠렛 및 파우더상의 재생수지의 특성평가시편 

제조 간이성형품 제조실용화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최적

의 사출성형조건 규명

       - 규 격：FANUC Model 100B, 용량(6온스)

    ◦ 사출형 압출혼련장치

       - 기 능 : 소량(40g)의 원료로 평가시험편의 신속한 제작(혼련시간 3

분 내외)

                  (혼련)→(사출)(연속 2단계 공정으로 시편제작 완료)

                   인장, 압축, 충격강도 측정용 시험편 제조

       - 규 격：Single Screw Type, ψ35mm, L/D=10

    ◦ 연속혼련기

       - 기 능 : 연속공정으로 가공할 수 있는 혼련기로서 복합성분 원료의 

공급, 용융 및 분산을 시켜 연속으로 성형을 하기 위한 장

비를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의 기술개발

      - 규 격：

        1. Continuous Neader

         ‧ Screw Dimension : ψ47mm×245(L)×5.2(L/D)

         ‧ Screw Speed : 36-360rpm

         ‧ Rotate Direction : Co-Rotate

        2. Hot Feed Extruder

         ‧ Screw Size : ψ65mm×10(L/D)

         ‧ Screw Speed : 9-90rpm

  다. 열처리 기술센터

   1) 센터의 기능 

  열처리기술은 기계류 부품․소재의 성능과 수명 향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

산기반기술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장기간의 기술축적이 필요하다. 그

러나 국내 열처리산업은 업체 규모가 세하고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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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공통 취약 기술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술 향상이 시급한 분야로 인식되

어 왔다. 

  이에 따라 1993년 10월 국내 열처리업계의 숙원 사업이던 종합 열처리기술 

지원센타가 설립되었고, 국내 낙후된 열처리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첨단 열

처리설비 및 열처리기술 평가설비를 갖추고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개방함과 동

시에 열처리기술 개발 및 상담, 정보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기술지원 분야는 열처리 공정 개선, 열처리 불량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열처리 전문가 교육, 열처리 기술지도 및 열처리 부품 국산화 개발, 수탁연구 

또는 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고가장비가 없거나 고급기술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열처리 관련 시험․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 표준화 연구 및 KS의 ISO부합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열처리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국 생산기반기술 경기대회를 주최하고 년 2회 

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재료시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주요 보유 설비 현황

<표6-2-3>              보유 설비 규격 및 용도
설  비  명 규   격 용       도

열처리시뮬레이터
최고 가열온도：3000℃

최대 하중：8Ton

가열-변형 복합시뮬레이션

CCT-TTT곡선 작성

Image Analyser

with SEM
최대배율：30만배, EDX분석 미세조직관찰, 상분석

잔류응력측정기 X-선방식 25kV,5mA 잔류응력 및 오스테나이트

만능재료시험기(5종) 하중：300∼10Ton 인장, 압축시험

피 로 시 험 기 최대하중：8.2Ton 피로강도 및 피로한계

마 모 시 험 기 하중범위：30∼1000N Pin on Disk 형태 

충 격 시 험 기 최대하중：60Ton 낙하충격강도 

경도시험기(5종)
브리넬, 로크웰, 비커스,

마이크로비커스, 쇼어경도
경도 측정

열  처  리  로 소입, 템퍼링 열처리

열피로시험기 최대온도：700℃, 수냉식 열균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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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자파 평가 센터

   1) 센터의 기능

    ◦ 전자파장해 및 내성시험 : 전자파장해로 인한 전기전자제품의 오동작발

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따

라서 전자   파 장해 평가기술 확보 및 전자파 적합성 평가 시험실시

    ◦ 전자파장해 및 내성시험 규격 개발 : 국내전자파장해규격 및 전자파 

내성시험규격 개발을 위한 규격 확인시험 및 국내보급을 위한 평가시

험규격 개발

    ◦ 전자파필터 개발 및 차폐재료 평가 : 전자파방지용 필터개발 및 전자

파 차폐를 위한 전자파 차폐 소재의 개발을 위한 시험지원 및 평가

    ◦ 가정용, 산업용, 정 제어용, 군용제품 생산업체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 표준화연구 및 관련 TC의 규격시험 :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 시험방법 

개발, IEC TC77, CISPR등의 전자파규격 검증 및 평가시험

   2) 기본 설비현황

    ◦설비규모

       - Anechoic Chamber Ⅰ (Outer size : 12m × 9m × 8.5m, Inner size 

: 19.3m × 11.5 m × 8.5 m)

       - Anechoic Chamber Ⅱ (Outer size : 19.6m × 11.8m × 8.7m, Inner 

size : 9m × 6m × 7m)

       - Measuring Room Ⅰ   (7m × 4.6m × 3.9 m)

       - Measuring Room Ⅱ   (7m × 4m × 2.4m)

       - EMS Room           (Room size : 3.4m × 4.6m × 3.9m)

    ◦성 능

       - Shielding effect(차폐효과)

         ․ 자계 : 14 kHz, 70 dB

           200 kHz, 100 dB

         ․ 전계 : 14 kHz ∼ 100 kHz, 100 dB

          100 kHz ∼ 400 MHz, 11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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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면파: 1 GHz ∼18 GHz, 110 dB

       - Site Attenuation(시험장 감쇄특성)

         ․ 전자파 무반사실 : 30 ∼ 1000 MHz, ± 4  dB

         ․ 측정실 : 30 ∼ 1000 MHz, ± 4 dB

       - Field strenght variation(전계 세기 균일성)

         ․ 변동폭 : ± 3 dB

   3) 주요시험장비

    ○ 전자파장해 측정시스템 : 전기전자제품의 잡음전계강도, 잡음단자전압, 

잡음전력 측정(20 Hz ∼ 26.5 GHz)

    ○ 전자파분석시스템 : 전자파신호분석, 필터의 삽입손실, 통신부품의 신

호특성측정, 전자파차폐재료의 차폐특성 측정(100 kHz ∼ 40 GHz)

    ○ 하모닉, 플리커 측정시스템 : 전자제품의 전원에서 발생하는 하모닉 및 

플리커량 측정(IEC 61000-3-2/3)

    ○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장치 : 인체의 정전기에 의하여 기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험(IEC 61000-4-2)

    ○ 방사고주파 전자계 내성 시험장치 : 방사성전자계에 의한 기기의 오동

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IEC 61000-4-3)

    ○ 전기적 과도현상 내성 시험장치 : 기기에 전원을 투입하는 순간 발생

하는 과도전압에 대한 내성을 평가하는 시험(IEC 61000-4-4)

       - 서지내성 시험장치 : 기기에 입력되는 급작스런 뇌 서지 등의 대 전

력 노이즈에 대한 내성을 평가하는 시험(IEC 61000-4-5)

       - 고주파 전자계 유도전도 방해 내성시험장치 : 기기의 전원 코드를 통

하여 유도되어 입력되는 유도전자계 내성평가시험(IEC 61000-4-6)

       -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시험장치 : 대용량 기기에서 발생하는 60Hz 

주파수에 대한 자기장 내성시험장치 (IEC 61000-4-8)

       - 펄스 자기장 내성시험장치 : 고주파펄스 자기장에 의한 내성시험장

치(IEC 61000-4-9)

       - 순간전압강하, 순간정전 및 전압변화 내성시험장치 : 공급전원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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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전전압급강하, 전압변화 등에 대한 기기의 내성을 평가하는 기

기(IEC 61000-4-11)

  마. 자동화 센터

   1) 센터 현황

    ◦자동화 산업의 특성

      자동화기술은 기계기술, 전자기술 등이 융합된 기술로 이러한 융합화 

경향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의 신기술과의 융합화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술분야는 성장성이 매우높은 기술로서 기술의 발전도 매우 빠르고 

기술개발력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자동화산업의 시장규모는 매우 

광범위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NC 공작기계, 산업용 로

봇, CAD/CAM, PLC, FA용 센서 및 부품 등을 포함한 자동화 관련 세

계시장 규모는 약 1000억불에 이르며, 국내시장 규모도 8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자동화시장은 미국 , EU,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우리나라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여 수출이 부진하며 수입도 많은 실정임 

    ◦센터의 주요기능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향상, 기술력향상을 위해 자

동화 설비, S/W, 핵심부품에 대한

       - 자동화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 개발된 설비, 부품의 기술력평가

       - 자동화 기술지원 및 산․학․연 협력

       - 자동화관련 표준화 연구

       - 기술, 품질인증을 통한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 지원

    ◦특수시험실 현황

       - 클린룸

         ․ 청정도 : 100 class(2실), 1000 class(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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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기 : 100 class(8.4×8.4×3.0m), 1000 class(8.4×10.8×3.0m)

       - EMI실

         ․ 크기 : 외부: 19.6×11.8×8.7m, 내부: 16.8×10.6×6.0m

         ․ 주파수범위 : 30MHz∼18GHz

       - 무향실

         ․ 크기 : 외부 : 12.6×9.6×10m, 내부 : 10.0×6.9×7.0m

         ․ 흡음율 : 63Hz∼8,000Hz ⇒ 0.99이상

         ․ 암소음 : 15 dB이하

   2) 센터 시험실 현황

<표6-2-4>     시험실 소관 및 인원 : 총 17 개 평가연구실(17명)
과 별 연구실 담당분야 담당인력 비고

기간산업
표준부 

산업기기표준

 지하 : 레이저계측연구실
        광학연구실
 1층 : 내구성평가연구실
       자동화부품평가연구실
       수치제어기계평가연구실
       로봇평가연구실
       
 2층 : 제어시스템평가연구실 
       소재기능성 평가연구실

레이저계측 평가
광학부품특성 평가
자동화부품내구성
자동화부품특성
CNC공작기계 특성
로봇 및 부품특성

제어시스템 특성 
소재 특성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신산업기술표준부
(디지털표준과)

(디지털표준과)

(전기기기표준과)

기술표준기획부
(기술정보신뢰성과)

(기술정보신뢰성과)

신산업기술표준부
(기술정보신뢰성과)

 2층 : 정보기술평가연구실

 지하 : 전자파평가연구실
       음향평가연구실
 2층 : 센서평가연구실

 2층 : 안전성평가연구실

 1층 : 제품환경평가연구실
 2층 : 고장해석 평가연구실
  
 2층 :  전산실
       
 지하 : 광소재평가연구실

소프트웨어 기술

전자파특성
음향특성
센서특성

전기전자제품안전성

환경,신뢰성평가
고장분석 및 평가

표준정보 서비스

광소재 평가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EMI실
무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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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화센터의 역할

    가) 분야별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운

    ◦ 학계, 연구소, 기업 및 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발전협의회” 

구성운

       - 로봇, 광학, 제어, 공압 분야 등 7개 분야는 발전협의회 기 구성

       - 센서평가, 전자기파평가분야 등은 ISO 및 IEC전문위원회 활용

    ◦ 업계의 기술개발에 따른 제품 표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에 활용

    ◦ 전문기관 설비의 활용, 자동화기술 DB의 구축 등 분야별 기술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관련사항 검토 및 협의

    나) 자동화기술 홈페이지(http://auto.ats.go.kr) 운

    ◦ 전문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

       - 자동화관련 기관, 단체, 학교, 연구소 등 사이트링크 서비스

       - 홈페이지를 통한 국내외 자동화 기술 동향 정보제공

       - 국가표준, 국제표준 및 신제품 기술기준 등의 제공

    ◦ 기업의 신기술 개발내용 및 개발제품의 홍보

    다)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인증지원

    ◦ Fieldbus, VDE, CE, UL, FCC 등 해외인증 지원

       -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제품평가

       - 개발제품의 국제표준 적합성 등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평가지원 등

         ※ VDE 인증 등 전기안전특성 인증평가 지원 중

         ※ DeviceNet의 외국인증기관과 상호인증협약 추진 중

    라) 신기술 제품의 실용화 촉진지원

    ◦ NT(신기술), EM(우수품질) 인증지원

    ◦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시험평가 지원

    마)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지원

    ◦ 해외 수출제품의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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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CON plan에 의한 기술력평가 및 제품평가 등

    바) 연구개발 지원 및 공동 수행

    ◦ 산기반, 기술혁신개발, 업체자체개발 등 기술개발 사업수행을 위한 평가지원

       - 퍼스널로봇 기반기술 개발사업

       - 주인인식기능을 가진 지능형완구 로봇 개발 등

    사) 표준 제․개정 및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연구

    ◦ 경상과제, 산기반 과제 등 자체 표준개발 연구

    ◦ 국제규격 도입, 제안 등을 위한 평가 연구

    아) 시험실 개방 활용

    ◦ 설비 미보유 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 설비 사용 개방

    ◦ 고가로서 초정 급 시험장비의 개방으로 중소기업 신제품개발 활성화

    자) 일반 자동화 제품 시험 평가지원

    ◦ 개발초기단계부터의 시험평가 지원

    ◦ 관련업체에 신기술 및 표준화동향 정보제공

    ◦ 관련업체의 상호 협력 및 기술 경쟁력 향상 유도

   4) 벤처 지원센터 현황

    가)  목 표

    ◦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기

술원 전문연구실을 개방하여 벤처산업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국내 

지식기반 산업육성 

    나) 지원 분야

    ◦ 정 전자, 정보통신, 자동화 등 기술집약형 산업분야

    ◦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표준원의 인력과 설

비를 필요로 하는 업체

    ◦ 기술표준원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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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5>          주요 보유설비현황 및 분석범위
시험실명 품     명 규      격

로봇평가 로봇 성능평가 시스템
distance: 0∼35m(±235°,±45°),

Speed: 6m/s, 정 도: 1㎛ 

생산자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Rob CAD System

논리회로분석장치 Speed: 100M㎐, 136Ch

임의파형 발생기 Clock frequence: 200M㎐, 4Ch

감속기 성능시험장치 입력축: 2㎏f․m, 출력축: 200㎏f․m

디지털오실로스코프 (500 ㎒) Bandwidth: 500 ㎒, 4Ch

6축정지정 도 측정장치 동시6축, 정 도: 1∼5㎛

로봇진동성능평가장치 측정범위: 1∼240Hz, Resolution: 1: 60.000

서보모터 성능평가장치 제어방식: 2축제어, 정 도: ±1%

부품평가 공압실린더 시험장치 Stroke: ψ8∼ψ200 (16 Step)

공압실린더 내구성시험장치 횡부하내구성시험기, 저항부하내구성시험기

누설 및 내압시험기 압력: 20bar, 최대누설량: 1800L/min

공압압축시스템 Power: 75㎾, 압력: 10bar

밸브특성시험장치 0.5∼12㎏f/㎠,  M5,1/8"∼1"(7Step)

속도제어밸브 시험장치 0.5∼10㎏f/㎠, hysteresis: 50 mbar

수치제어

평가
수치제어기 실시간 감지시스템

주․이송분력: 5∼5kN, 모멘트:-200∼

200kN

 개방형 STEP-NC 평가시스템 회전수: 40∼8,000rpm, PC-NC타입

데이터 수집 및 전환장치 Processor speed: 400M㎐

디지털오실로스코프 (1㎓) Bandwidth: 1G㎐

공작기계위치정 도 측정시스템 측정범위: Φ230mm, 등급: ±2㎛

고속가공용 NC 장치 성능평가시스

템

주축회전수: 25000rpm, 이송속도: 

30mm/min

제어기기 PLC 성능평가 시스템 Ethernet: 10Mb/s, 100Mb/s

휴대용 오실로스코프 Bandwidth: 500M㎐, 2Ch

데이터 측정시스템 입력신호범위: ±10V, PXO Network

전원공급장치 AC: 4,800VA, DC: 40V, 128A

제어기기 전원성능평가시스템 0∼1000V AC, 10Hz∼1MHz

Spectrum Analyzer 주파수범위: 100Hz∼26.5GHz

소프트

웨어
PXI기반 신호분석 및 제어시스템 Logic Analyzer: 136Ch, 200MHz

산업용통신 프로토콜 평가시스템
시험대상: RS232C, RS422, RS485, GPIB 

등

S/W 품질특성 평가시스템 CPU: 1.7GHz, Input: 64Ch, Output: 2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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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명 품     명 규      격

센서평가 가속도센서 특성시험시스템 1 m x 1 m, 50 x 50 mm

저온센서 성능평가 시스템 0 ∼ 2000 Hz, 0 ∼ 5000 rpm

근접센서 특성시험 시스템 600 x 400 mm, 0.02㎛

마이크로센서 특성평가시스템 1fA∼1A/0.2㎶∼200V, 0∼35dB

자성재료 특성분석 시스템
온도 : 4.2K∼1273K, 측정범위 : 5×10

-6
 

emu

전자파
평가

전자파 측정장비 20Hz ∼ 26.5 GHz

3상 전원공급장치 480V, 62.5kW, 0∼500 Hz

절연트랜스 1Φ, 3Φ, 220V, 380V

전자파 신호분석기
Resolution : 1Hz, Dynamic 
Range : 100dB

신호발생기 주파수범위: 50MHz∼40GHz

하모닉 플리커 시험기 주파수범위: DC∼5kHz, Pulse-peak: 70kVA

음향평가 흡음율 및 투과손실 측정시스템 20 ∼ 20kHz

소음평가시스템 16 CH Analyzer

음향변환 분석시스템
운 체제 : MS Windows, Laser 
power : 5mW이상

수치해석 시스템
Sysnoise, Raynoise, Violins, 
Dads, Ansy's

제품환경 고온용 항온항습기 온도 : 200∼300℃, 습도 : 30∼95% R․H

저온용 항온항습기 온도: -70∼180℃, 습도: 30∼95%R․H

열충격 시험기 고온: 300℃, 저온: -120℃

촉진내후성 시험기
Light source: 6000W, 광조사량: 30∼
160W/㎡

레이저현미경 Scanning rotation : 360°

전자부품 충격시험기 최대무게: 36kg, 속도: 9m/sec

극박판 피로수명평가장치
Axial 하중:±25kg이상, Torsion:±12N․m
이상

마이크로 X선 상장치 Resolution: 5 micron

복합환경 시험기 온도: -70℃∼150℃, 최대진폭: 51mm

가스부식 시험기
사용가스 : SO2, CO2, 
사용범위 : 0.1∼5000ppm

광재료 광학정반 및 정렬기기
1500×3000×300, travel range : 360°정
도: 0.1°

광결정평가 시스템 Nd:Yag laser, Prism coupler: PCA2000

광소재평가 시스템 Magnetron sputter: 4"

광소자평가 시스템 Laser Diode, Optical Spectrum Analyzer

발광재료 특성 평가 시스템
PL/EL, CL, OELD를 위한 스펙트럼 방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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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KS표시인증제도의 개선

1. 사업개요
 가. KS표시인증제도

  KS표시인증은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

로 생산 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정을 받는 제

3자 제품인증 제도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

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고, 정부조달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받으며 

전기용품 등 12개 법령에 의한 강제인증을 면제받는다.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표준화와 품질경 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산품의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이다.

 나. KS표시인증 대상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심사기준이 제정된 품목 또는 종목

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이나 가공기술이 해당된다.

<표7-1-1>                      KS표시인증 대상

제    품

-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향이 큰 광공업품
-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가공기술
-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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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표시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KS표시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2004

년말 기준으로 19,865종의 KS중 1,385종에 해당되며 부문별 KS표시인증대상 

품목수는 다음과 같다.

<표7-1-2>             부문별 KS표시인증대상 품목
(단위: 종)

부문 심사기준 부문 심사기준 부문 심사기준 부문 심사기준

기본(A) 44 광산(E) 8 섬유(K) 28 수송기계(R) 44

기계(B) 235 토건(F) 123 요업(L) 73 조선(V) 0

전기(C) 235 일용품(G) 73 화학(M) 247 항공(W) 7

금속(D) 159 식료품(H) 94 의료기(P) 9 정보산업(X) 6

 다. KS표시인증 절차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가 인증기관에 

KS표시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기관 소속심사원과 지정심사기관 소속 심

사원이 합동으로 품질보증에 필요한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등 20개 항목에 걸쳐 기술적 생산조

건 등을 심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인정시험기관에 제품의 품질을 시험의뢰하

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인증기관의 인증위원회 심

의를 거쳐 인증기관장 명의의 KS 표시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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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 지정심사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14기관

- 인정시험기관: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 KOLAS시험기관 등 100여개 기관

[그림7-1-1] KS표시인증 절차도

 라. KS표시인증업체 사후관리

  KS표시인증업체는 KS표시인증을 받은 후 매 5년마다 최초 인증시와 동일

하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안전확보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되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156개 품목은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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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KS표시인증제품의 품질불량으로 다수의 소

비자에게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술표준원에서 시중유통상품

을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마. KS표시인증업체에 대한 처분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한 정도를 경결함, 중

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하고 결함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 경결함: 개선명령(기준미달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 중결함: 표시정지(일정기간동안 KS마크 표시 부착을 정지)

    - 치명결함: 인증취소

  공장심사결과 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관리, 제조․검사설비

의 관리 등 시스템 심사결과 점수 미달시에도 미달점수에 따라 표시정지, 개

선명령의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표시정지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시제거 또는 판매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고, 표시정지․판매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하는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에 대하여 표시제거를 명할 수 있다.

 바. KS표시인증업체의 지원

  KS표시인증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33조(표시품의 우선구매)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우선구매혜택을 부여받으며, KS표시인증을 받은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마크표시를 할 수 있고, KS표시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KS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은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12개 법령에 의한 강제인증을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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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1-3>               연도별 KS표시인증 현황
(단위:종)

구 분 1965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4년

품목 41 145 395 951 1,013 924

공장수 59 269 665 2,951 5,498 6,015

인증건수 148 457 1,851 7,888 12,687 10,154

2. 추진실적

 가. KS표시인증제도 종합개선대책 수립

  KS인증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품질인증

제도로서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발전과 소비자 보호에도 크

게 기여하여 왔으며, 그 동안 KS업체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KS인증제

품의 정부 우선구매, 각종 검사면제, 기술혁신 우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으며, 인증업체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우수한 KS인증제품을 생산하여 보

급함으로써 KS마크(㉿)제품은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인증제품으로 자리

매김하여 왔다.

  1998년 7월 정부에서 직접 담당하던 KS허가 업무가 민간인증으로 전환되어 

6년여의 기간을 거치면서 KS인증제품 사후관리의 느슨함 등 제도적인 미흡과 

민간인증 과정에서의 누적된 부실문제들이 언론에 고발프로로 방 되기 시작

하 고, 국정감사에서도 KS인증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 다.

  이에 그간의 인증제도 운 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개선대책을 마

련하여 KS인증제도의 기틀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하고 KS인증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S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 인증기업으로부터 사례를 받는 등 

일부심사원의 도덕적 해이와 자질 부족이 전체 심사원의 사기를 저하시

키고 부실심사를 야기시킴에 따라 KS인증심사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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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식을 개최하여 심사원의 마음가짐을 다지도록 하 다.

  ② 인증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금품의 요구 등 

부당한 심사 고충을 처리하는 “KS인증신문고”를 개설하고 5,900여 인증

업체에 기술표준원장 명의의 친서를 보내 KS인증과 관련된 애로를 상담

하고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 다.

  ③ 인증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심사체

제에 걸맞게 인증기관과 지정심사기관의 심사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기술

지도업무와 심사업무를 분리하도록 개선하 다.

  ④ 인증업체들이 갖추어야하는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중 아웃소싱이 가

능한 설비는 외주하거나 공인기관의 검사설비를 이용하도록 인증심사기

준을 개정하도록 하여 인증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 다.

  ⑤ KS인증제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심사주기를 5년에서 1년 내

지 3년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 으며, 인증심사원

의 자격을 국제심사원 체제와 같이 등급제(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

를 도입하여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고, 심사상 부조리 발생시 처분 

근거도 마련키로 하 다.

  ⑥ 정기적인 인증심사원들의 교육 및 분임토의를 개최하여 개정법령과 KS

인증제도 시책의 설명을 통해 인증동향을 전파하고 심사원간의 심사편차

를 줄이고, 심사기법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부적정 심사 발

생을 차단하도록 하 다.

  ⑦ 기업의 품질경쟁력 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인증대상품목으로 지

정하고 기술이 안정되었거나 브랜드가치가 커서 KS인증의 필요성이 없

는 품목은 제외하도록 인증대상품목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 다.

  ⑧ 우선구매 확대를 통해 우수한 KS인증제품 사용을 촉진하고 KS인증제품

이 타 법령의 강제인증검사를 면제하도록 확대해나가 KS인증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로 하 다.

  이 중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2004년중에 추진하 으나, 법령개정을 수반하

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관리규정, 사후관리주기의 단축,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제1절 KS인증제도의 개선  347

방안 등은 공청회 등을 거쳐 산업표준화법령 개정시 반 시켜나갈 계획이다.

 나. KS표시인증심사기준의 정비

  KS표시인증 심사기준은 인증심사원들이 공장심사시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개개 품목별로 제정되어 기술표준원장이 공고한 기준이며, 심사기준에는 표준

화 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의 관

리, KS마크의 표시사항, 인증구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심사기준은 기술발전과 KS규격의 개정에 따라 외주가공공정의 변화, 보유 

검사설비의 변동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KS표시인증이 요구되는 품목은 신규

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심사기준은 폐지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

다. 

2004년에는 10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161종의 개정과 226종의 폐지를 통해 

2004년말 기준으로 보유 KS표시 인증심사기준은 1,385종이다.

 다. 지정심사기관 품목 조정

  KS표시인증공장의 심사시 자재의 관리, 공정의 관리, 시료의 샘플링 등 기

술적인 부분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제품의 품질시험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심사기관이다. 지정심사기관은 KOLAS기관으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 리기관으로 기술표준원장의 심사를 받아 지정되며 지정

시에는 KS표시인증 심사업무의 범위를 규격별로 부여받게 된다.

  KS표시인증심사의 업무범위는 심사기준 제정과 폐지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

져야 하고 품목지정은 기관의 보유설비, 심사인력 보유, 시험검사 능력 등 전문

성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지정심사기관 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문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3개 기관이상 심사기

관이 중복된 품목은 심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2개 기관으로 단순

화하는 품목조정작업을 진행한 결과 14개 기관의 품목조정현황은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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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1-4>             지정심사기관 품목조정현황
(단위:종)

지정심사기관
지  정

품목수

품목 조정 품  목

조정후
비  고

추가 제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996 39 556 479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752 22 461 313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374 0 195 179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882 10 514 378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63 24 77 2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29 0 21  8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41 0 23  18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17 4 6  15

한국전기연구원 150 0 74 76

한국조명기술연구소  23 11 2  32

전자파연구원  73 0 14  59

산업기술시험원 299 0 130 169

방재시험연구원  13 2 0  15

한국가스안전공사  11 - -  11

계 3,923 112 2,073 1,962

 라. 규격 및 심사기준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확대

  KS규격 및 심사기준을 심의하는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가 산업표준화법시

행령 개정으로 300명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39개의 전문분야

별 부회를 52개로 확대하고 위원수도 300명에서 441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구

성하 다. 또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부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문위원

회도 426개 위원회에 4,959명의 위원을 위촉하 다.

 마. 인증심사원 윤리헌장 선포식 및 인증신문고 개설

  KS표시인증심사원은 KS표시인증 신청시와 사후관리시에 직접 심사를 수행

하는 전문가로서 해당 학․경력이 충족되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증

심사원 교육(40시간)을 수료하여야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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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말까지 배출된 인증심사원은 642명이며, 이들 심사원의 심사 전문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심사원 레벨업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의 

날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심사원 세미나를 1박2일 과정으로 개최하 다. 또한 

심사원들의 윤리의식강화를 위하여 심사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선포식도 개

최하 다.

<표7-1-5>        인증신문고 현판식 및 윤리강령 선포식

▲ KS인증신문고 현판식

인증심사원 윤리강령 선포식▶

인증심사원 대표 선서▶▶

  더불어 기술표준정책과에 “KS인증신문고”를 개설하여 인증과정에서 나타나

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심사원의 부당한 심사비리를 차단하여 업체의 불편

과 부당을 해소하도록 하 다.

 바. 시판품조사 실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KS표시인증상품을 불시에 구입하여 품질시험을 하



350  제7장 기타 주요시책

고 그 결과 불합격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불량제품 유통을 근

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기심사가 KS인증기관의 정기적인 재심사에 해당되고 시판품조사는 언론

고발이나 소비자단체의 요구 등 특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직

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검사하는 제도이다.

  2004년에는 부동액, 형광등용 자기식안정기 등 28품목 320개 업체 제품을 

조사하여 이중 치명결함이 발생한 6개 업체는 인증을 취소하고 중결함 불합격

이 발생한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지처분을 하 다.

 사. KS표시인증업체현황 책자 발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KS표시인증제품은 우선구매혜택을 부여받음으로, KS표시인증현황 책

자를 발간(1,000부)하여 행정자치부, 조달청, 교육청, 시․군․구,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KS표시 인증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 다.

 아. 매년(1년)마다 실시하는 제품심사품목 조정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3년 

또는 4년 주기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보호

가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정기심사를 받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단체 및 인증관련기관, 품목담당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언론에 물의를 

일으킨 도로표지병,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등 28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

고 품질이 안정된 형광램프용 로우 스타터 등 13품목은 제품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156개 품목을 매년마다 실시하는 제품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

다.



제1절 KS인증제도의 개선  351

3. 추진 방안
  2004년도에 KS인증제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인증심사원의 윤리의식 

함양, 인증관련기관의 기술지도 금지, 시판품조사의 강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왔으나 법령개정을 수반하는 사후관리 주기단축, 심사원의 자격관리, 심

사체제의 개선 등은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KS표시 인증제도가 명실상부한 국가인증제도로서 기업의 품질경쟁력 지원과 

소비자보호에 앞장서는 제도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가. KS표시인증 대상품목의 조정

  기업의 품질경쟁력향상 지원을 위해 KS표시인증 대상품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이나 품질향상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기업이 필요로 하

는 품목을 발굴하여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제품으로 브랜드파워가 

크고 품질이 안정된 품목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이 요구되는 품목은 KS규격을 상향 개정하여 인증품목의 질

을 향상시켜나갈 것이다.

 나. KS표시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KS표시인증업체의 일반적인 사후관리는 매 5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되

어있고 공공의 안전, 소비자보호 등 특히 필요한 경우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

한 156개 품목은 1년마다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KS표시인증제품의 불

량률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1년 내지 3년이내의 범위에서 품질관리 정도에 따라 차

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시에 반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를 시판품조사시 참여시키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

리적으로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다. KS표시인증 심사원의 자격관리 강화

  인증심사원의 심사정도가 KS표시 인증업체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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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심사편차를 최소화하고, 심사원의 자질향상으로 합리적인 심사를 확보하

기 위하여 심사원의 등급제를 도입하고, 심사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규정마

련과 정기적인 심사원 훈련과정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제품구

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부처에서 운 하는 우선구매에 KS표시인증제품

도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조달청의 물품구매시 적용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기

준의 품질보증 점수를 0.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도록 조달청과 협의해 추진

할 계획이다. KS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은 각 부처의 강제인증 또는 검사가 면

제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철도안전법 등을 검사면제규정인 산업표준화법

에 반 해 나갈 계획이다.

마. 인증비용 경감 추진

  KS표시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고가의 시험검사설비 보유를 외부공인시

험기관 성적서로 갈음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 나가고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

육과정을 인정하여 교육비를 경감토록하고, 인증획득업체가 인증신청에서 인

증 후 유지관리까지 취해야하는 제반 사항들을 해설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

급함으로써 컨설팅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네트워크화 시대로 본격 진입하면서 정보기술의 가

속화, 생산성향상, e-비지니스 출현, 신수요 제품에 의한 시장의 다양화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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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분야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못할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산업변화의 특징은 중공업이나 기계산업에서와 같이 요소기술 위주로 

발전하던 산업구조가 아니라 인간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기술도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품개

발, 공간설계, 인력관리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간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 하는 휴먼테크(Human Tech) 기술이 주요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복지 차

원에서도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사회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에서는 산업 및 사회구조 변환에 혁

신적으로 대응하고 복지국가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모든 산업제품생산 및 생

활공간 설계에 인체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통하여 

복지국가기반인 편안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보

급 및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인체치수조사사업 연혁 및 국외 현황 

  인류가 시작되면서 원시적이지만 손의 크기, 팔의 길이 등 인체부위에 대한 

측정을 행하 으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도구와 일상용품을 제작하여 사용

하 다. 그러나 인체측정학의 기원은 안전을 요하는 갑옷을 제작하기 시작한 

BC3000년대경에서 찾을 수 있으며, 체계적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은 1880년 경 

국의 Francis Galton경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 Galton경은 5년에 걸쳐 

런던 박람회장에 입장한 9,000여명에 대한 시력, 청력, 운동 특성, 인체치수 등

을 정량적으로 측정조사하 지만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했고, 1950년대에 이르

러서야 작업공간 설계(Taylor, 1947), 업무용 의자 설계(Legas,1926), 열차좌석 

설계(Hooton,1945) 등 산업제품 및 생활공간 설계에 인체측정조사 결과를 활

용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사장비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산업제품들

이 등장하면서 인체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국가차원에서의 

인체치수 데이터베이스 확보의 유용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1978년 미국표준

국(NBS)에서는 대학, 군 , 농림성에서 부처별로 소규모로 실시되던 인체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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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조사사업을 통합하여 NASA를 통해 950개 인체측정항목을 측정조사하는 

국가차원의 인체측정조사사업을 실시하 다. 일본의 경우 기성복 보급이 급격

히 늘어나며 정부차원에서 의류업체 지원을 위하여 1965년부터 3년간에 걸쳐 

4∼29세 남여 32,000여명을 대상으로 64개 부위를 측정하 으며, 1971년∼1972

년에는 30세이상 남여 9,000여명에 대한 인체치수측정조사가 국가차원에서 실

시되었다.

  이렇듯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던 인체치수조사사업은 2000년대를 진입하며 인

체적합성이 뛰어난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3차원 인체형상측정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 응용분야 또한 

단순히 의류제품, 가구 등 생활용품설계에만 적용되던 자료의 활용도를 시뮬

레이션에 의한 적합성평가, 3차원 입체디자인, 의료, 문화, 웰빙산업 등 다양한 

활용이 추진되는 제2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인체치수조사사업으로는 

‘97∼’02년까지 미국, 네델란드, 이태리가 연합하여 추진한 CAESAR(Civilian 

American Eur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 프로젝트, 국의 Size 

UK('01∼’02), 미국의 Size USA(‘02∼’03), 프랑스의 Size France(‘03∼’04), 일

본의 Size Japan(‘04∼’06) 등이 있다.

Digitally Defining the Human Body  제1회 체격조사 ’65- ’68
제2회 체격조사 ’78- ’81
제3회 체격조사 ’92-94

’04- ’06

Digitally Defining the Human Body  제1회 체격조사 ’65- ’68
제2회 체격조사 ’78- ’81
제3회 체격조사 ’92-94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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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인체치수조사사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 산업사회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양인의 체형에 맞는 의류, 신발, 가구가 아닌 한국

인의 인체에 맞도록 설계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한국인 인체치수조

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업진흥청(현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9년 모든 

생산활동에 표준이 되는 국민체위를 측정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각 산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산업설계의 표준화를 기하고자 제1차 국민표준체위조사

를 시행하 다. 

  이 조사사업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인체치수 측정조사로서 한국인의 인체치

수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 사업에서는 사진수화법에 의

한 키 등 106개 항목 및 직접측정에 의한 몸무게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전국 

0∼45세 남녀 16,977명의 측정조사를 실시하 다. 이 조사결과는 의류, 신발, 

교구류 등 46개 공산품에 대한 규격 제정, KS표시허가 및 기성 신사복 등 24

개 품목에 대한 신체호수와 신체치수 등 표시에 활용되었다.

  1986년 시행한 제2차 국민표준체위조사는 우리나라 각계 각층의 표준 체형

정보를 알고자 연령별, 성별, 지역별 0.005%에 해당하는 0∼51세 남녀 21,648

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남자 75개 항목, 여자 79개 항목을 Martin식 측정기로 

측정조사하 다. 인체측정항목에 대한 기본통계분석 이외에 직업별, 지역별, 

성별, 측정항목별 표준측정치를 제시하 고, 일본 인체치수 통계자료와 비교를 

통한 일본과의 한국인의 인체치수비교를 시도하 다. 이 사업결과를 활용하여 

“KS K 0034 스웨터의 치수” 등 41종의 KS규격에 대한 제․개정이 이루어졌

고, 인체측정방법 및 용어를 정의한 KS A 7003 및 KS A 7004의 측정방법 

관련 KS규격 제정도 이루어졌다.

  1992년 시행한 제3차 국민표준체위조사는 6세부터 50세까지의 전 국민을 모

집단으로 하여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선정한 6,647명의 표본을 Martin식 인체

측정기를 이용하여 84개 항목을 직접측정법에 의해 측정조사하 다. 도출된 

한국인의 인체치수자료는 “KS G 2016 학생용 책상 ” 등 9종의 KS 규격 제․

개정 및 “학생용 책․걸상 KS 규격개정 연구 1994”, “ 사무용 책상 및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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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규격개정 연구 1995” 등 산업제품개발 및 KS 규격 제․개정의 기본 자료

로 활용되었다.

  1997년 시행한 제4차 국민표준체위조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 

신발, 침대 등 각종 산업제품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제품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제

1차∼제3차 국민표준체위조사사업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0세∼70세에 이르는 

전국 남녀 13,062명에 대한 120개 인체측정항목을 측정조사하 다. 도출된 한

국인 인체치수자료는 “국민표준체위 조사결과에 따른 체형분류 연구 1998”를 

통해 KS K0050 남성복의 치수 등 의류제품 관련 10여종의 KS 규격 제․개

정에 활용되었고, 의류, 가구, 군수제품, 신발 등 제품설계를 위한 기본자료로 

각 산업계에 제공되었다.

  1979년 제1차 국민표준 체위조사이래 4차례에 걸쳐 시행된 국민표준체위조

사사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체형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여 

우리 국민들이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산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각종 산업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화사회가 급진전하면서 산업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한국인의 체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

체정보 수요측면에서도 단순한 인체치수자료가 아닌 동적 특성자료, 3차원 형

상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체치수자료의 

산업계 활용측면에서도 가공된 고품질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국민표준

체위조사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인체치수조사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사업 내용

 가. 인체치수표준화 기반조성사업(’01~’02)

  제4차 국민표준체위조사까지 진행해오던 인체치수조사사업은 마틴식 측정기

를 이용한 직접측정조사로 그 자료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IT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운 형태의 인체치수조사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01∼’0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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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하 다. 

  이 사업에서는 3차원 인체형상측정을 가능하게 할 3차원 인체측정 관련 기

술개발, 직접측정, 동적측정, 3차원 측정에 대한 프로토콜 개발 및 표준화, 각 

산업체의 인체정보 수요조사, 측정장비개발 및 신뢰도 검증기술개발 등 새로

운 개념의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나.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03~'04)

   1) 개요

  1979년 제1차 국민표준체위 조사사업 이후 5번째 실시되는 인체치수조사사

업에서는 기존의 국민표준체위조사라는 사업명을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Size Korea)로 바꾸고 21세기 산업계를 선도할 인체정보를 확보, 보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체치수조사사업으로 진행하 다. 이 측정조사는  2003년 4월

부터 2004년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0세에서 90세까지 남녀 2만여명을 대상

으로 전국 시, 도, 구에서 인체치수 및 형상을 측정하 다.

  주요 특징은 산업계에 인체정보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인체측정항목

의 확대, 새로운 측정기술 채택, 특화된 표본선정 및 철저한 표본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한국인 인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에 

걸맞는 정 도와 정확성을 지닌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면서, 

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우리 기술에 의해 

개발된 직접측정, 3차원 측정, 동적측정법에 의한 측정조사사업을 수행하 다. 

   2) 신뢰도가 검증된 직접측정

  기존의 인체치수측정인 직접측정법은 정적인 자세에서 뼈를 기준점으로 둘

레, 길이, 두께 등의 인체치수를 Martin식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

로 "ISO 7250 Basic Human Body Measurements for Technological Design" 

및 "KS A 7004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방법에 의한 직접측정을 실시하더라도 고품질의 인체치수자료를 확

보하기 위해서는 측정자에 의한 측정오차의 최소화, 프로토콜 관리에 의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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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요인의 최소화 및 표본관리에 의한 대표성 확보 등의 주요 고려사항이 있

다. 

   그러므로 본 사업에서는 정명숙 외 10여명의 직접측정교육팀을 별도로 운

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측정요원 정기교육, 측정자료의 측정요원 자질에 

따른 정확도 분석 및 보완 교육 등을 통해 80여명의 인체측정 숙련도가 확보

된 측정요원을 양성하고, 이들 측정요원은 현장에 투입되어 측정사업을 진행

하 다. 

  직접측정 프로토콜에 있어서도 측정복, 턱받침대 등 10여종의 측정보조도구, 

측정 스테이션, 측정 자료지 등을 개발하여 측정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측정자

료의 정확도 확보를 도모하 다. 또한 직접측정자료의 실시간 검증 및 DB화

를 위하여 세계 최초로 직접측정값 자동 입력시스템이 개발되어 실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측정프로토콜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 다. 

  측정자 교육 및 예비측정을 걸쳐 ‘03년 8월부터 유재우(직접측정 총괄, 유아

측정, 자료검증), 최혜선, 이경화(서울, 인천팀), 신승윤(경기, 강원팀), 황인극(대

전, 충청팀), 이 숙(광주, 전라, 제주팀), 성수광(대구, 경북팀), 이동춘(부산, 경

남팀)이 총괄하는 6개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직접측정에서는 15,607명에 

대한 119개 측정항목(표1 참조)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자료의 신뢰도 검

증 및 통계분석, 보완측정, DB 구축을 통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 다.

<표7-2-1>            Size Korea 사업의 직접측정 항목 
구 분 측 정 항 목

직접측정
머리위로뻗은주먹높이, 키, 눈높이, 목뒤높이, 어깨높이, 어깨가쪽높이, 
겨드랑높이, 굽힌팔꿈치높이, 엉덩이높이, 살높이, 주먹높이, 허리높이, 
배꼽수준허리높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무릎높이, 가슴너비, 젖가슴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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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 기술에 의한 3차원 측정

  3차원 인체측정은 실제 인체를 3차원 인체측정기로 스캔하여 3차원 인체형

상 정보를 얻어내고, 각종 사용목적에 맞게 형상파일을 가공하는 과정, 데이터

를 분류 및 관리하는 과정, 필요한 치수 및 형태정보들을 얻어내는 과정을 포

함한다. 따라서 3차원 인체측정기술에 의한 인체치수조사사업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스캐너에 관한 하드웨어 제작기술, 스캔된 형상파일을 에디팅하는 형

상파일 가공기술, 형상파일로부터 다양한 인체치수를 산출하는 소프트웨어 개

발기술, 형상파일에 동작을 부여하는 동작 알고리즘 개발기술, 방대한 용량을 

지닌 형상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기술, 표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형상부분 masking 기술 등 다양한 관련기술개발과 재현성 확보

를 위한 프로토콜 표준화 등 다양한 기반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기술표준원은 스캐너 정 도 검증사업을 통해 미국 사이버에어사

의 WB4 3차원 인체형상 측정기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기반기술을 개발하

다. 특히 3차원 인체형상자료에서 인체치수를 산출하는 소프트웨어로 개발

한 3DM의 경우 랜드마크를 자동인지후 작업자에 의해 수정이 가능한 반자동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엉덩이너비, 겨드랑두께, 가슴두께, 젖가슴
두께,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엉덩이두께, 엉덩이수직길이, 몸통수
직길이, 벽면 앞으로 뻗은 주먹수평길이, 벽면몸통두께, 벽면어깨점수평
길이, 몸무게, 앞중심길이, 배꼽수준앞중심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
드랑앞접힘사이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이, 목둘레, 목밑둘레, 가슴둘레, 젖
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
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무릎아패둘레, 장딴지둘레, 종아리최소둘
레, 발목최대둘레, 어깨길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등길이. 배꼽수
준등길이, 목뒤오금길이, 총길이, 넙다리길이, 어깨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
길이,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목뒤젖꼭지길이, 목뒤젖꼬지허리둘레선길
이, 목옆젖꼭지길이(여), 옆허리둘레선길이, 위팔길이, 팔길이, 팔안쪽길
이, 목뒤손목안쪽길이, 겨드랑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손목둘레, 엉덩
이옆길이, 다리가쪽길이, 몸통세로둘레, 살앞뒤길이, 배꼽수준샅앞뒤길
이, 앉은키, 앉은눈높이, 앉은목뒤높이, 앉은어깨높이, 앉은팔꿈치높이, 
앉은넙다리높이, 앉은무릎높이, 앉은오금높이, 앉은엉덩이, 무릎수평길
이,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 앉은엉덩이배두께, 위팔수직길이, 아래팔
수평길이, 굽힌팔꿈치손끝수평길이, 굽힌팔꿈치주먹수평길이, 앉은배두
께, 어깨너비, 위팔사이너비, 팔꿈치사이너비, 앉은엉덩이너비,머리두께, 
머리너비, 머리수직길이, 머리둘레, 귀구슬사이머리위길이, 눈살뒤통수길
이, 눈동자사7이너비, 손직선길이, 손바닥직선길이, 손너비, 둘째손가락둘
째관절너비, 손두께, 막대쥔손안둘레, 손둘레, 발너비, 발직선길이, 가쪽
복사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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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인지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Cyberware사의 Digisizer, Thecmax사

의 scanworX, TC2의 3D converter tool 등 상용화 되어 있는 여타의 인체치

수 산정 소프트웨어에 비해 탁월한 정 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3차원 인체

측정 프로토콜에 있어서도 3차원 인체측정복, 측정자세, 보조도구 등 핵심기술

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ISO159/TC3 WG9에서 진행되고 있는 

“ISO FDIS 20685 3D Scanning Methodologies for Internationally Compatible 

Anthropometric Databases” 규격 제정안에 채택되어 우리 기술에 의한 규격

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 미국, 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3차원 인체형상측정사업을 실시

하는 본 사업에서는 최경미 등 8명의 3차원 측정교육팀을 별도로 운 하여 교

육프로그램 개발, 측정요원 정기교육, 측정자료의 측정요원 자질에 따른 정확

도 분석 및 보완교육 등을 통해 20여명의 측정요원을 양성하고, 이들 측정요

원은 현장에 투입되어 측정사업을 진행하 다. 3차원 측정 프로토콜에 있어서

도 측정복, 10여종의 측정보조도구, 인체치수 산출소프트웨어 3DM 등을 개발

하여 측정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도모하 다. 또한 3차원 측정시 산출되는 29

개 형상파일의 자료검증 및 DB화를 위하여 세계 최초로 3차원 인체형상파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사용자 공개수준별 시스템 이용체계를 확립함으로 

누구나 쉽게 3차원 형상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측정자 교육 및 예비측정을 걸쳐 ‘0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남윤자(3차원측

정팀장, 자료검증), 최재호(서울팀), 박세진(지방팀)이 팀장이 되어 전국 5,158

명에 대한 3차원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인체형상파일 에디팅 및 자료산출프로

세스를 통해 29개 인체형상 관련 파일 자료 및 205개 측정항목<표7-2-2> 도

출 작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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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2-2>           3차원 측정에 의한 인체치수 도출 항목

구 분 측 정 항 목

3차원 

측정

다리벌린샅높이, 목둘레, 목뒤둘레, 목밑둘레, 겨드랑둘레(진동둘레),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둘레, 넙다리둘레, 

넙다리가운데둘레, 무릎둘레, 무릎아래둘레, 장딴지둘레, 종아리최소둘레, 발둘레

발목최대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몸통세로둘레, 앞

중심길이, 배꼽수준앞중심길이, 목옆-젖꼭지길이, 목옆-허리앞 길이(여), (목옆

점-젖꼭지점-허리둘레선길이), 목뒤-허리앞길이, 목뒤-젖꼭지길이, 진동깊이, 

뒤길이, 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등길이, 배꼽수준등길이, 밑위앞뒤길이(아래몸

통길이), 넙다리길이, 발직선길이, 팔길이, 팔안쪽길이(안쪽팔길이), 목뒤-손목

안쪽길이(화장), 위팔길이, 아래팔길이, 목너비, 가슴너비, 젖가슴너비, 젖가슴

아래너비, 허리너비, 배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발너비, 양젖꼭지수평길이(여), 

겨드랑두께, 가슴두께, 젖가슴두께, 젖가슴아래두께,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

께, 배두께, 엉덩이두께, 몸통두께, 키, 눈높이, 어깨높이, 어깨끝(점)높이, 목뒤높

이, 목앞높이, 겨드랑높이, 젖가슴높이, 젖가슴아래높이, 허리높이, 배꼽수준허

리높이, 배높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엉덩뼈능선높이, 엉덩이높이, 볼기고랑높

이, 넙다리높이, 샅높이, 장딴지높이, 볼기거리, 몸통거리정강뼈높이, 무릎높이, 

가쪽복사높이, 팔굽힌팔꿈치높이, 손끝높이, 손쥔끝높이(손쥔축높이), 엉덩이둘레, 

목뒤-무릎길이, 총길이, 엉덩이길이(허리옆점-엉덩이둘레선길이), 기능적다리길

이, 다리길이, 팔길이(90°자세), 등판-어깨점길이(두께), 엉덩이너비, 손너비, 앉

은 키, 앉은눈높이, 앉은목뒤높이, 앉은어깨높이, 앉은팔꿈치높이, 앉은무릎높이, 

앉은오금높이, 어깨길이, 목뒤어깨끝길이, 양어깨끝길이, 뒤품, 앞품, 양겨드랑앞

접힘길이, 양겨드랑뒤접힘길이, 팔굽힌팔꿈치손목수평길이, (팔꿈치-손목길이), 

팔굽힌팔꿈치손끝수, 평길이(팔꿉-손가락끝길이), 앉은엉덩이오금수평길이, 앉은

엉덩이무릎앞수평길이, 어깨너비, 양위팔너비, 양팔꿈치너비, 앉은엉덩이너비, 

앉은넙다리두께, 앉은배두께, 앉은엉덩이-배두께, 오른어깨기울기(어깨경사각

도), 왼쪽어깨기울기(어깨경사각도), 머리(수직)길이, 얼굴(수직)길이, 머리마루-

하악각, 수직길이, 머리마루-입술 수직길이, 머리마루-코밑 수직길이, 머리마루

-코끝 수직길이, 머리마루-코뿌리, 수직길이, 머리마루-눈살, 수직길이, 머리마

루-눈초리, 수직길이, 코뿌리-턱끝 수직길이, 코뿌리-코끝 수직길이, 코밑-턱

끝 수직길이, 눈살-뒤통수 수평길이 (머리 두께), 눈초리-뒤통수 수평길이, 눈

살-귀구슬 수평길이, 코끝-뒤통수 수평길이, 턱끝-뒤통수 수평길이, 코뿌리-뒤

통수 수평길이, 코뿌리-귀바퀴위뿌리 수평길이, 귀구슬-뒤통수 수평길이, 귀구슬

-입술 직선길이, 코뿌리-코끝 직선길이, 머리바루 귀바퀴 최고점 수직길이, 머리

마루-귀구슬점 수직길이, 귀길이 (귀바퀴 최고점-귀바퀴 최저점 수직길이), 코

높이, 머리 너비, 눈초리사이 너비, 눈동자사이 너비, 눈구석사이 너비, 귀구슬

사이 너비, 귀바퀴사이 너비, 코너비, 입 너비, 눈초리-귀구슬 너비, 머리둘레, 

귀구슬사이, 턱끝 (호)길이, 귀구슬사이, 갑상연골(호)길이, 귀구슬사이 코뿌리 

(호)길이, 귀구슬사이 코밑 (호)길이, 엄지발가락높이, 새끼발가락높이, 볼높이, 

발등높이, 발목높이, 발꿈치높이, 발뒤축점높이,  Arch 높이, 바깥복사점높이, 

안쪽복사점높이, 바깥복사뼈아래높이, 안쪽복사뼈아래높이, 볼둘레, 발등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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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새로운 요구에 의한 동적 측정   

  현재까지는 Martin 측정법에 의한 직접측정 자료가 인체치수정보로 유용하

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형태 출현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

족을 위한 제품설계에 대응하는 자료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산업현장

에서는 작업자의 활동범위 등이 변화함에 따라 작업장과 작업시설의 효율적인 

설계와 변경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동적측정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

다. 특히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작상태에서의 인체

특성에 관한 정보는 인간중심 사업장 설계에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행동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판석

(동적측정팀장)이 총괄하는 동적측정팀이 회전범위, 포락면등 35개항목<표

7-2-3>을 측정하 으며, 이 자료는 최초의 한국인 동적 특성자료로 산업계에서 

동적측정 연구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비만층, 노인층, 유아층, 장애

인층과 같이 동작특성이 일반인과 다른 대상을 그룹화하여 이들에 대한 동작특

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발목수직둘레, 발꿈치-발등둘레, 발꿈치-발목둘레, 발목수평둘레, 복사뼈아래둘

레,발길이, 발뒤축-엄지발가락 길이, 발뒤축-새끼발가락 길이, 발뒤축-발등길

이, 발뒤축-발목길이, 발뒤축-발안쪽점길이, 발뒤축-발바깥점길이, 발중심점상

측길이, 발중심점하측길이, 발뒤축-발안쪽점 직선길이, 발너비(수직),발너비(수

평), 발뒤축너비, 발목너비, 내측볼너비, 외측볼너비, 발목두께



제2절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  363

<표7-2-3>            Size Korea사업의 동적 측정항목

 다.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급사업(’05~)

   1) 개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은 ‘03년부터 2개년간 인간공학회, 의류학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측정조사사업을 통해 

280여만종의 인체치수, 2만종 및 3만종의 인체형상자료로부터 도출된 각종 가

공자료 및 활용기술을 산업계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을 통해 의류, 신발, 가구, 주방용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산업계 보

급을 통하여 독창적인 한국형 산업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체치수의 단순 적용 디자인 기반을 한국인 인체형상 template 적용 

등을 통한 3차원 입체디자인 기반으로 확대, 사용자 커버율을 고려한 제품생

산량 설정 등 생산효율 제고 등 다양한 산업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 위주로 구성된 인체표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자, 고

령자, 유아, 보행장애인, 특수 직업군 종사자 등 산업제품 및 생활공간 설계

에 있어 인체적합성을 더욱 요구하는 특화계층에 대한 인체특성 측정조사사업

을 ’05년부터 꾸준히 진행하여,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

쳐 정확한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인 인체치

수조사보급사업은 한국인 체형의 자부심 및 문화인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

국인 인체표준정보의 보고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측 정 항 목

동적 측정

손목요골편향범위, 손목척골편향범위, 손목굴곡범위, 손목신전범위, 엄지 손가락 내측신

전범위, 검지손가락내측신전범위, 전완회내범위, 전완회외범위, 전완내전범위, 전완외전범위, 

팔꿈치굴곡범위, 팔내전범위, 팔외전범위, 팔굴곡범위, 팔신전범위, 목좌측

구부림범위, 목우측구부림범위, 목굴곡범위, 목신전범위, 목좌측회전범위, 목우측

회전범위, 다리굴곡범위, 다리신전범위, 다리외전범위, 무릎굴곡범위, 발목굴곡범위, 

발목신전범위, 발목내전범위, 발목외전범위, 몸통좌측구부림범위, 몸통우측

구부림범위, 몸통굴곡범위, 선자세 작업공간 포락면, 앉은자세 작업공간 포락면Ⅰ(팔), 

앉은자세 작업공간 포락면 Ⅱ(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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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고품질화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급사업은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산업계 보급을 위하여 인체표준정보를 한국인 인체치수 및 형상 원자료에서 

나아가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로 확대하고 있다. 

  인체표준정보의 가공자료는 인체치수에 대한 평균, 퍼센타일, 유관 항목간의 

상관관계 이외에도 표준체형, 대표 형상, 의류치수 체계표, 3차원 인체형상으

로부터 도출된 인체치수자료 등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극대화한 다양한 자

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체는 높이 항목과 길이 항목, 둘레 항목, 두께 항목, 너비 항목 등의 

요소들이 복합되어 곡면체를 이루면서 독특한 개개인의 체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 같이 키, 허리둘레 등의 기본치수의 평균이나 퍼센타일 

자료 등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크기 설정에는 의미가 있으나 인

체적합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측정된 인체

측정치를 산업계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체형분류를 통해 대표

체형군을 설정하고, 그 특성을 표준체형과 비교하여 타겟 수요층 또는 제품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형의 분류체계는 적용하고자 하

는 분야의 특성치를 잘 반 하여야 하겠지만 전 공산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단순화하면서도 대상으로 하는 집단에 속한 사

람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 인체치수 

및 인체형상을 고려한 연령대별 표준체형 및 대표 체형군을 설정하고 이에 대

한 인체치수 및 형상 특징정보를 제공함으로 인체표준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 하 다. 

   3) 인체표준정보 보급사업에 의한 산업계 지원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원자료 및 가공자료의 보급에 의한 산업계의 지원사

업이 인체적합성을 향상하는 디자인 기반 확보와 생산효율 제고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품의 고품질화를 기할 수 없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인

체표준정보의 활용은 용이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문제의 다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산업계 특성에 따른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의류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약 7.9%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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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중국, 이태리, 미국, 독일에 이어 제5위의 수출대

국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지만, 자유무역체재 본격화로 인한 쿼터제 폐지 및 

생산기반의 해외이전, 고가 의류수입에서 저가 의류수입에 이르는 방대한 수

입의류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등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

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섬유의류산업 체재를 필요로 하는 

19,000여개의 의류섬유산업체를 돕고자 ‘04년부터 의류제품 치수표준화 및 한

국인의 3차원 형상자료를 이용한 미래형 생산체재 구축, 유비쿼터스시대를 주

도할 의류생산․유통문화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구, 신발, 장갑 등 생활용품 경우도 한국인 체형을 반 한 사이징체계를 

통해 한국형 제품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장

갑치수 규격 개발」, 「제화사이징 시스템 개발」,「한국인 발형상 표준화」,

「가구분야 KS 규격개선 및 설계지원 시스템 개발」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장갑 관련 KS A 4052 등 7종, 구두 관련 KS G 3116 등 4

종, 가구 관련 KS G 4101 등 11종의 규격 제․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외에도 한국형 제화사이징 체계표 개발 및 3차원 한국인 형상 template 등 입

체설계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신 체 치 수 및 의 류 치 수 규 격 의 국 제 비 교 연 구 ( ’0 5 )

• 의 류 제 품 치 수 표 준 화 ( ’0 4 )

• 보 호 복 의 치 수 규 격 개 발 ( ’0 5 )

• 3 차 원 표 준 체 형 을 활 용 한 2 0 대 여 성 상 반 신 바 디 개 발 ( ’0 4 )

• 3 차 원 표 준 체 형 을 활 용 한 4 0 대 남 성 하 빈 신 바 디 개 발 ( ’0 4 )

• 3 차 원 인 체 형 상 을 이 용 한 여 자 다 기 능 성 의 복 생 산 용 바 디 개 발 ( ’0 5 )

• 3 차 원 형 상 자 료 를 이 용 한 하 의 류 2 차 원 평 면 패 턴 제 도 법 개 발 ( ’0 5 )

• 3 차 원 형 상 자 료 를 이 용 한 상 의 류 2 차 원 평 면 패 턴 제 도 법 개 발 ( ’0 5 )

• 디 지 털 의 류 매 장 시 스 템 개 발 ( ’0 4 )

• 의 류 매 장 스 마 트 카 드 시 스 템 개 발 ( ’0 5 )

지
원
사
업

결
과
물

• 의 류 제 품 사 이 징 시 스 템 지 원

- K S  K  0 0 5 0  남 성 복 의 치 수 등 1 3 종 의 류 제 품 치 수 규 격 제 개 정

- K S  K  0 0 0 0  보 호 복 의 치 수 규 격 등 보 호 복 관 련 3 종 제 개 정

- 신 체 치 수 및 의 류 치 수 호 칭 의 국 제 비 교 표 제 공

• 국 내 최 초 한 국 형 바 디 개 발 지 원

- 2 0 대 여 성 상 반 신 바 디

- 4 0 대 남 성 하 빈 신 바 디

- 여 자 다 기 능 성 의 복 생 산 용 바 디

• 미 래 형 생 산 기 반 지 원

- 3 차 원 형 상 자 료 에 의 한 하 의 류 2 차 원 평 면 패 턴 제 도 법

- 3 차 원 형 상 자 료 에 의 한 상 의 류 2 차 원 평 면 패 턴 제 도 법

• 미 래 형 유 통 기 반 지 원

- 디 지 털 의 류 매 장 시 스 템

- 의 류 매 장 스 마 트 카 드 시 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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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웰빙용품, 전자제품 등 산업제품 생산에 있어서도 인체적합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생산설계기반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하여 「3차원 인체형상 동작 알고리즘 개발」, 「3차원 인체형상을 

활용한 인체치수 산출 s/w 개발」,「3차원 인체형상의 사이징 분석 s/w 개

발」,「자동차 산업 등 고기능 CAD 설계 지원을 위한 kinematic model 개

발」, 「자동차 설계기반지원을 위한 한국형 3차원 인체형상 template 개발」 

등 미래형 생산설계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05년부터는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유아, 고령자, 보행장애인 등 특

화계층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지원사업 일환으로 「고령자 등 특화계층 동적치

수조사사업」, 「한국인 머리형상 측정조사사업」,「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고령자의 인체치수 및 기능 설정」,「욕창방지 시트큐션의 산업규격 개발」,

「보행장애인을 위한 동적 인체특성 기초연구」,「인체치수를 활용한 유아용

제품 및 시설안전 설계기준 개발」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서비스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는 산업계, 학계,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웹을 통한 서비스 실시, 인체표준정보실 운 , 공동연구 등 다양한 정보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sizekorea.ats.go.kr)에서는 ‘03년부터 2개년에 걸쳐 실시된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의 개요, 키, 몸무게 등 119개 항목의 인체치수 통계

자료, 인체표준측정법, 활용기술 및 제1차∼제4차에 걸친 국민표준체위조사 자

료 등이 제공되며, 전자민원실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및 전문지

식을 수록하여 인간공학적 설계나 사회인류학적 의미의 한국인 인체정보를 이

용할 수 있다. 

인체치수정보 서비스 시스템 (http://sizekorea.ats.go.kr ) 운영

한국인 인체치수 통계자료

인체측정 기술

사이즈 코리아 소개 인체표준정보 활용

전자민원실

인체치수정보 서비스 시스템 (http://sizekorea.ats.go.kr ) 운영

한국인 인체치수 통계자료한국인 인체치수 통계자료

인체측정 기술

사이즈 코리아 소개 인체표준정보 활용인체표준정보 활용

전자민원실전자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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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표준정보는 여타의 사회통계와는 그 특성이 달라 기본적인 통계치만으

로는 그 활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인체표준정보의 가공․활용화 연

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다양한 활용분야 개발 뿐만 아니라 인체표준 정보

실(기술표준원 2동 308호 소재)을 통해 통계처리 서비스, 활용기술 이용 서비

스, 교육서비스, 측정장비 임대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체표준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인체표준정보 한걸음 

더 서비스』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 요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서비

스로 인체표준정보 이용신청,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 인체표준정보 분석의뢰 

등이 있다. 

   인체표준정보 이용신청은 사용할 정보 및 원하는 형태의 가공을 특정하여 

통계처리에 의하여 맞춤형 자료를 받거나 직접 통계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며, 인체표준정보 공동연구는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비전형적 정보

처리 및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서비스이다. 

인체표준정보실(기술표준원2동308호) 운영

인체치수원자료검색서비스

국내최초3차원인체형상DB 서비스

인체표준정보통계처리서비스

활용기술이용서비스

인체표준정보교육서비스

측정장비 임대서비스

인체표준정보실(기술표준원2동308호) 운영

인체치수원자료검색서비스

국내최초3차원인체형상DB 서비스

인체표준정보통계처리서비스

활용기술이용서비스

인체표준정보교육서비스

측정장비 임대서비스

측정장비 사용 및 분석의뢰

인체표준정보 공동 연구

수요자 맞춤형 자료 가공 서비스

인체표준정보 활용 컨설팅 서비스

인체표준 원자료를 이용한 활용 기술 개발

수요자, 전문가, 기술표준원 공동 참여

3차원 형상 측정기 등 50여종

측정프로토콜, 표준 측정법 …

인체표준정보 이용 신청

측정장비 사용 및 분석의뢰

인체표준정보 공동 연구

수요자 맞춤형 자료 가공 서비스

인체표준정보 활용 컨설팅 서비스

인체표준 원자료를 이용한 활용 기술 개발

수요자, 전문가, 기술표준원 공동 참여

3차원 형상 측정기 등 50여종

측정프로토콜, 표준 측정법 …

인체표준정보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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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의 향후 비전
  기술표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DB를 구축하고 한국

인이 쓰기에 편리한 제품개발과 생활공간 디자인에 인체표준정보를 제공하므

로 편안한 대한민국 실현 및 미래형 산업구조인 Mass Customization 패러다

임 구현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은 지속적인 정보제공서비스를 확

대 개편하여 측정조사에 고령층(’05), 장애인층(‘06), 특수직업군 종사자(’07∼

‘08) 등으로 측정대상을 특화시킴으로 기존 측정조사와는 차별화된 각 측정대

상군의 인체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

며, 구축된 인체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있어서도 자료집 배포나 일차 통계

분석자료의 제공에서 나아가 원자료 가공에 의한 맞춤형 인체정보 제공 서비

스, 인체형상자료를 활용한 CAD 설계기반 기술제공, 전자상거래에 인체형상

정보 활용화 기술제공 등 다양한 한국인 인체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며 나

아가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활용보급사업으로 확대 추

진하고자 한다.

  Size Korea사업은 패션의류산업, 신발제화산업, 가구산업, 자동차산업, 모터

사이클과 자전거사업, 전기 및 전자산업, 그리고 기타 산업제품의 설계 및 생

활공간디자인 사업 지원을 통해 21세기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

한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들과 생활공간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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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진국과의 e-비즈니스 평가시스템(Test Bed) 구축 

1. 사업 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급격한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통산업들도 업무 및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구매, 제조, 유통, 판매, 서비스 등 기업의 업무

에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것을 e-비즈니스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전통산업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e-비즈니스의 중

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그 도입율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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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와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큰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e-

비즈니스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고 있다.

  사실상 e-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

고 있다. 그중 가장 큰 핵심은 e-비즈니스 시스템간에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호운용성이란, e-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관련 솔루션들이 사용자의 

특별한 노력없이도 다른 시스템이나 솔루션과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능력

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e-비즈니스 시스템이 단순

한 관리 프로그램의 역할만 할 뿐이지 진정한 e-비즈니스의 역할은 할 수 없

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민간 컨소시엄(KorBIT1))을 구

성하여 e-비즈니스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표준원은 기업간 상호운용성의 많은 

Know-How를 축적하고 있는 미국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원(NIST)와 e-비즈

니스 솔루션의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Test Bed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 다.(‘03.7.8)

  또한 기술표준원과 NIST는 국제적인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시아

(한국), 미주(미국) 및 유럽의 로벌 Test Bed 구축을 추진하 으며, 지금은 

유럽의 상호운용성 프로젝트팀인 ATHENA2)팀과도 참여하여 3개 대륙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중이다. 현재 국제 각 대륙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

은 아래와 같다.

1) KorBIT(Korea B2B/A2A Interoperability Testbed) : 한국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기
술표준원이 주축으로 구성한 민간컨소시엄, ‘05년 5월 법인으로 설립 예정

2) ATHENA(Advanced Technologies for Interoperability of Heterogeneous Enterprise 
Networks and their Applications) : EU에서 기업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명, IC Focus, SIEMENS, IBM 등 16개 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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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측 협력대상 : NIST, OAG3), AIAG4), Drummond Group5), Drake 

Certivo6)

    ․유럽측 협력 대상 : ATHENA, eBIF7), ETSI8)

    ․아시아 측 협력 대상 : 기술표준원, KorBIT,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CIF(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eAC9)

[그림7-3-1] 아시아, 미주, EU간 협력 추진도
3) OAG (Open Application Group) : 전자상거래 문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개발한 표준을 OASIS에 제안하고 있음, 현재 오라클에서는 OAG에서 개발한 문

서체계(BOD)를 사용 중

4) AIAG(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  미국 자동차산업 자문위원회, 1982년, 크라이

슬러, 포드, 지엠 등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 생산관리 매니저들이 설립한 비 리 기관

5) Drummond Group : 소프트웨어 평가 기관

6) Drake Certivo : e-비즈니스 표준 적용과 상호운용성을 평가하는 평가기관

7) eBIF(e-Business Interoperability Forum) : 유럽 표준화 기구인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산하의 e-비즈니스 상호운용성 
연구 포럼

8)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전기통신과 방송분야의 유럽 표
준 제정 기구

9) eAC(ebXML Asia Committee) : ebXML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아시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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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요성

  향후 국내외의 e-비즈니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

련 전문가 및 수요자들은 기업간, 국가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내 e-비즈니스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기업들은 국내의 인터넷 및 

IT기술 발달에 기인하여 국제적으로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외의 제품에 대한 비교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없어 그 우수

성을 인증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협력하여 e-비즈니스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제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나. 국내․외 e-비즈니스 평가시스템 동향

   1) 국제동향

  현재 세계적인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는 ebXML10)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은 NIST와 OAG를 중심으로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며, 특히 기업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통합법을 제정(‘02.11)하고, 관련 사업을 

NIST가 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자동차공업협회(AIAG)에서 자

동차 판매망간의 상호운용성에 대하여 NIST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조만간 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은 CEN 산하의 eBES 및 eBIF에서 e-비즈니스 관련 표준 및 상호운용

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04년도부터 EC의 지원으로 기업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ATHENA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ATHENA 프로젝

트는 유럽 각국의 16개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유럽지역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센테 구성 등을 추진중이다. 현재 미국 NIST와 유

10)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 확장성 언어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적용한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로서 
UN/CEFACT과 OASIS를 중심으로 ebXML 국제표준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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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ATHENA 팀은 한국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로벌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에서 선두 주자로 나아가고 있으

며, 일본, 홍콩 등에서도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중에 

있다. 또한 아시아 기업들로 구성된 ebXML 관련 연합체인 eAC가 산하에 상

호운용성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아시아지역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

이다. eAC의 현재 간사기관은 한국의 전자거래진흥원이며, 한국이 주도적 역

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통산성 산하의 ECOM11)에서 전자거래 관련 표준 및 

기술개발중에 있다.

   2) 국내동향

  국내에서는 기술표준원이 산학연관 컨소시엄 KorBIT을 구성하여 표준, 기

술 및 평가시스템을 NIST 및 ATHENA 팀과 협력하여 개발중에 있다. 현재 

KorBIT의 참여기관은 기술표준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주)

토피도, 이포넷, 전자거래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기술표준원은 1999년 전자

상거래 솔루션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을 시작하 으며, 2002년에 상호

운용성 평가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 NIST와 공동개발을 협의하여 2003년 적

합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체결 하 다.

  미국과의 공동개발에서 한국은 메시지 및 등록저장소, 미국은 전자문서와 비

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시스템을 개발키로 하 으

며, 한국에서 개발한 메시지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현재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한 

상태이다.

  KorBIT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한국의 전자메시지 평가시스템은 현재 세계

적인 명성을 확보한 상태이다. 전자메시지 평가시스템은 On-line상에서 솔루

션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

는 새로운 개념의 평가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1) ECOM(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 : ‘02.04에 설립하 으며 국가 
및 참여업체들의 지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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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BIT은 ‘04년 6월에 유럽전기통신 표준화기구인 ETSI의 요청으로 유럽

에서 시범평가를 실시하 으며, ’04년 10월엔 한국에서 아시아지역의 솔루션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 향으로 전자상거

래 국제표준화 기구인 OASIS가 KorBIT에게 상호운용성 국제평가사업을 제

안하여 현재 KorBIT과 OASIS는 평가사업을 위한 협정서(Agreement)를 교환

하기 위하여 협의중이며, 또한 기술표준원과 OASIS는 평가기술개발 및 표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다. 사업목표

  기술표준원은 아시아(한국), 미주(미국) 및 유럽과 협력하여 전세계의 e-비

즈니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

재 세계 각국과 협력중이다. 즉, e-비즈니스 솔루션을 우리가 개발한 평가시스

템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계 각국 혹은 OASIS와 같은 국제적인 인지도

가 있는 기관에서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로벌 e-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E-비즈니스의 동북아 허브 및 더 나아

가 세계의 허브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2. 국제협력 현황
 가. 기술표준원과 미국(NIST)과의 추진현황

  기술표준원과 미국 NIST는 상호운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

결하여(‘03.07.08) 한국과 미국간의 e-비즈니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현재 한국은 전자메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미

국은 전자문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다. 향후 이 두 시스템

을 통합하여 전자메시지와 전자문서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과 NIST는 공동개발결과를 수차례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또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솔루션간의 상호운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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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에서 직접 테스트하는 공동 테스트를 3차례 성공적으로 실시하 다.

 나. 기술표준원과 유럽간의 협력 추진 사항

  기술표준원과 NIST는 아시아․미주․유럽간의 로벌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럽측 협력기관을 검토하 으며, ‘04년부터 EC의 지원하에 상호운용

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ATHENA팀을 협력기관으로 결정하 다. 3개 

기관은 2004년 4월 및 10월 각각 미국 NIST과 오스트리아에서 기술표준원, 

NIST 및 ATHENA 간의 상호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3개 대륙의 정보를 공

유하고 협력키로 합의하 다.

  또한 KorBIT은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의 요청으로 전자메시지에 

대한 국제 시범평가를 프랑스에서 실시하여 참가국들의 호평을 받았다.

 다. 전자상거래 국제표준화기구(OASIS)와 협력 현황

  기술표준원과 KorBIT은 OASIS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OASIS는 우

리나라가 개발한 평가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국제평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기술표준원에 제안하 다. 기술표준원과 KorBIT은 표준화에 대

한 협력은 기술표준원과 OASIS가 양해각서를, 평가사업에 대한 협력은 

KorBIT과 OASIS가 협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2005년 6월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가. 아시아․미주․유럽간 상호운용성 인증체계 구축

  아시아․미주․유럽이 공동개발한 평가시스템으로 각 지역의 e-비즈니스 솔

루션을 평가하고 국제인증을 수행하여 국가간, 대륙간의 로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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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2] 아시아․미주․유럽의 인증 체계

 나. 국제공동연구 수행

  기술표준원은 한국(기술표준원, KorBIT), 미국(NIST) 및 유럽(ATHENA)이 

국제협력을 통해 e-비즈니스 상호운 성을 평가할 수 있는 로벌 평가시스템

을 개발하고 각 권역을 대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륙간 상호인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적합성과 상호운용성이란 한 기관만의 기술개발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개발은 세 개 기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공동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참여기관들은 서로의 기술개발현황 및 정

보를 년 2회씩 개최키로 합의한 Joint Meeting을 통하여 공유할 것이다. 

   1) 연구내용 및 연도별 추진계획

  e-비즈니스의 기반기술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 번째가 e-비즈니

스 시스템간에 전자메시지 교환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ebMS(e-business 

Message Service), 두 번째는 전자거래시 계약, 주문 등의 비즈니스 전자문서 기술인 

BOD(Business Object Document), 세 번째는 기업간 전자거래시 업무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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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BPSS(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 Schema))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가 e-비즈니스 기업들이 전자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전자

메시지, 전자문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관

련 데이터를 등록, 저장, 검색하게 하는 등록저장소(Reg/Rep(Registry/Repository))

에 관한 기술이다.

  상호운용성 평가시스템이란 위의 네가지 기술에 대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분석하고 오류를 검출하여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전자메시지에 대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기술과 

시스템은 완성단계에 있다. 향후에도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더 추가

하여야 할 것이지만, 개발한 전자메시지 평가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인정을 받

은 상태이며, 연내에 OASIS와 국제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표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OASIS에 제안할 계

획이다.

  전자문서 평가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도 평가기술 및 평가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등록저장소에 대한 평가기술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

여 개발해 나아갈 계획이며, 본 공동연구에서 개발된 기술 및 표준을 국제표

준화기구에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연도별 기술개발은 [그림7-3-3]과 같이 추진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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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7200620052004 2008

ebMS
테스트기술

BOD
테스트기술

BPSS
테스트기술

Reg/Rep
테스트기술

•UN/CEFACT  및  OASIS와
                      BPSS 개발

•표준안을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

          OAG와  협력하여
          BOD 개발

•등록저장소  관련  표준  및  기술개발
•국내등록저장소  설립  지원

                          개발한  ebMS기술을  
                          다른  기술에  접목

•Test Driver 개발
•Test Service 개발
•Test Case 개발
•테스트  지원  시스템  개발
•Test Framework 통합

•ebMS 테스트  기술  접목
•Schema Quality 검사
•Test Case 개발
•테스트  지원  시스템  개발
•Test Framework 통합

•ebMS 테스트  기술  접목
•BP 스펙조사
•Test Case 개발
•테스트  지원  시스템  개발
•Test Framework 통합

•ebMS 테스트기술접목
•Schema Quality 검사
•Test Case 개발
•테스트  지원  시스템  개발
•Test Framework 통합

분야

[그림7-3-3] 연도별 기술개발 로드맵

   2) 연구결과 검증

  기술개발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 전자메

시지, 전자문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등록저장소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Message/보안/Message 신뢰성 검증, B2B Process 검증, 전자문서 검증, B2B 

및 A2A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 검증, 한국․미국․유럽 등 개발기관 시스

템간의 상호운용성 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OASIS와 국제협력

  기술표준원은 NIST와 ATHENA의 동의하에 현재 전자상거래 국제표준화기

구인 OASIS와 상호운용성 국제인증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평가는 권역별로 나

누어 아시아에서는 한국(기술표준원 혹은 KorBIT), 미주에서는 NIST, 유럽에

서는 ATHENA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인증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하나의 기

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로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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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은 e-비즈니스 관련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하

여 OASIS와 양해각서를 교환할 계획이다. 현재 OASIS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및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등 4개 기구와만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으므로 국제표준화 역할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고취

될 것으로 기대된다.

  OASIS와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국제평가사업은 KorBIT이 협정서를 교환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KorBIT은 세계 각국에서 OASIS의 인증을 받기위한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즉, 세계 모든 제품들이 OASIS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는 우리나라의 KorBIT의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로서 우리나라가 국제 e-

비즈니스 관련 허브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간컨소시엄인 KorBIT을 법인으로 추진중이며, 2005년 

5월중 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제4절 산업 안전․유해성평가

1. 사업개요
  1992년 UNEP가 Agenda 21 제19장에서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

표한 이래, 세계적으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제가 급격히 변하

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수출입규제를 위한 PIC 협약(로테르담

협약)이 발효되었고(2004. 2. 1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POPs 협

약(스톡홀름 협약)이 발효(2004. 5. 17)되었으며, 화학물질의 분류․경고표지․

MSDS 양식을 통일화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제도 도입을 목전

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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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OECD 차원에서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및 

CPP(Chemical Product Policy, 화학제품정책) 등 화학제품 규제정책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적으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전기전자제

품중의 유해물질규제(RoHS), 폐차자동차규정(ELV)을 비롯한 선진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예는 <표7-4-1>에 보여지는 바와 같다.

  반면 국내의 안전․유해성 평가기준 및 시험기관의 능력은 국제수준에 훨씬 

미흡한 형편이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 및 관련 산업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유전독성 등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가능기관(GLP기관)은 화학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평가 가능항목의 수로 볼 때 국내에서는 12개 항목만을 평가할 수 있으나 미

국 678항목 및 EU 160항목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대부분을 외국기관에 의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다.

<표7-4-1>              각국의 안전․유해성 관련 제도

  

국가 제도 개요 비고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
(REACH System)

회원국내에서는 1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생산/  
수입업자의 의무증대 등을 주요골자로 2004년 
입법예정

미국 독성화학물질관리법
(TSCA)

신규화학물질심사제도로 발암성과 생식독성 
물질을 집중관리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신규화학물질의 심사, 난분해성, 고축적성, 
장기독성을 가지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금지(1종) 
및 생산수량보고, 설비기준 준수  (2종) 등을 
규제

OEC
D

유해물질 
사전수입승인제도
PIC(Prior Informed 
Consent)

유해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관련정보 교환과 
수입국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98년 
로테르담협약서 채택하여 현재 25개국 비준, 
50개국 비준후 협약 발효

OEC
D

유해화학물질 배출 
등록제도
PRTR(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y)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대기, 수계, 토양, 폐기물) 되는 양을 
파악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를 스스로 
저감토록하는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80년대부터 시행, 우리나라는 '96년 
OECD가입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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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내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산업제품에 대한 국내의 관리부처

가 분산되어 있으며(표7-4-2 참조) 통일된 안전․유해성 평가 기준 및 시험방

법 등이 미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평가체계확립이 시급한 상황이

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안전․유해성 평가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는 2001년부터 산업 안전․유해성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7-4-2>         국내 유해화학물질 및 공산품 관리현황
관계부처 법 률 주요골자 비 고

보건
복지부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식품위생법

- 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 및   
   허가
- 의약품 등의 취급
- 의약품 등의 판매업의 허가

의약품, 의약부외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식품, 식품첨가물

환경부 유해화학물질보건법

- 제조 등의 허가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유독물 업의 등록
- 유독물의 관리

유해화학물질

노동부 산업안전관리법
- 유해물질의 표시
-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산업용화학물질

농림
수산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 국내 및 수입농약등의 등록
- 국내 및 수입농약등의 유통  
   관리

농약
비료
사료

산업
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품질경 촉진및공산품
안전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
한법

- 고압가스제조허가
- 안전관리규정
- 인증기관의 지정
- 안전검사의 기준 및 면제
-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 특정물질 배출규제

독성가스
공산품
오촌층파괴물질

소방방재
청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질취급의 허가 위험물질

2. 추진현황
 가. 안전․유해성 평가 연구용역사업

  ‘04년도 화학생물산업 안전․유해성 관련기준의 제․개정 등이 시급한 과제

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표7-4-3에서 보여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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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건축내장재 유해물질 방출량 표준화 등 6개의 표준화사업과 2개의 조

사사업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을 수행 으며, 폴리카보네이트 용기중의 비스

페놀A 분석방법 등 28종의 KS규격 제․개정(안)을 도출하 다.

<표7-4-3>          2004년 안전유해평가 연구용역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수행

기관

건축자재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시험방법 및 기준설정

건축자재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시험방법 및 기준도출

서울대학교

오염물질 방출규제에 대응한 도
료 및 접착제 KS규격의 제․개
정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규
제에 따른 건축내장재(도료 및 접
착제)의 KS규격 개정안 도출

건자재시험연구원

오염물질 방출규제에 대응한 벽
지, 바닥재, 목재 등 내장재 KS
규격의 제․개정

VOCs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규
제에 따른 건축내장재(벽지, 바닥
재, 목재류)의 KS규격 개정안 도출 

화학시험연구원

GHS제도 시행에 따른 분류체계 
표준화

화학물질 국제분류체계(GHS)의 국
내 도입을 위한 KS규격(안) 도출 
및 관련 현황조사

정 화학진흥회

플라스틱 포장용기중의 유해물질 
시험방법 연구

각종 식품용 플라스틱 포장용기중
에 함유된 유해물질 검출방법 도출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종이타올류의 유해성 물질 평가 
및 기준 표준화

종이타올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분석방법 및 기준도출 국민대학교

식품안전경 시스템(ISO22000)인
증 대응방안 조사연구

ISO22000 인증의 국내 도입방안 연
구 및 국내업계 현황조사 한국인정원

환경라벨링관련 안전유해성 규격
의 무역장벽화 대응방안 연구

선진국의 각종 환경라벨링제도 실
시에 의한 무역장벽에 대응방안을 
강구

전과정평가학회

8개사업

 나. 안전․유해성 평가센터사업

  ‘04년도 안전유해성 평가를 위한 자체연구 사업으로는 플라스틱 제품중의 

브롬계 난연제 분석방법에 대한 시험소간 비교시험(RRT), 종이타올에 함유된 

PCP의 분석방법(고감도) 표준화 등을 수행하 다. 

  소비자 건강 및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KS 표시제품 및 위해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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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보온재, 방수시트,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부동액, 워셔액 등)에 대한 시

판품 조사를 수행하여 인증취소(4건), 표시정지(1건), 개선명령(3건) 등 행정처

분을 하 다.

  해외기술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의 차원에서는 한․EU 공동위원회에 참석하

여 EU에서 추진중인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

을 설명하고 국내 업계의견을 반 하여 줄 것을 제시하 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역순회설명회(7개지역)를 

2004년 5월, 6월중 개최하여 OECD,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제동

향 및 대응방법 등을 논의하 다.

3. 향후계획
  농약, 비료 등 유해유기물 함유 화학제품의 안전․유해성 평가기준 및 시험

법, EU의 RoHS(전기전자제품중의 유해물질제한지침)와 관련된 난연제 및 중

금속 검출방법 등 시급한 분야의 표준화 연구,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또한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시험연구기관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험

연구설비 지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코자 한다. 더불어 

현재까지 화학물질의 안전, 보건에 관한 대규모의 정보수집, 축적 및 웹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된 바 없어 EU REACH제도에 대한 대응 및 PL

법(제조물책임법) 발효와 함께 MSDS 자료의 법적 비치의무 등을 고려한 위

해성 정보, 규제정보, 산업정보 등의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및 OECD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LCA평가사업 등에 관한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여 향후 선진

국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비하는 한편, 한․EU 공동위원회, OECD 화학물질

관련 회의, APEC 화학대화회의 등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

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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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1. 사업개요
 가. 사업배경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중 세계최초․최고수준급으로,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세계적인 10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첨단 신기술

에 대한 비전제시와 기술개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1999년부터 선정사업을 

실시하 다.

    - 매년 10개의 신기술 선정

    - 선정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나. 사업목적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중 획기적인 신기술을 선정‧홍보함으로써 각계의 신

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다. 기본방향 

  ◦ 국내에서 2년 이내에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정도가 획기적인 실용화(양산판매)에 성공한 신기술을 선정

  ◦ 기술경쟁력과 기술독창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전망이 있는 신기술 선정

 라. 대상기술
  ◦ 전년도 1월 이후 개발완료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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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세부 내용

전자․정보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 전기응용, 전자제품 등

기계․설비 수송기계, 산업기계, 메카트로닉스, 미소기계 등

재료․화학 첨단신소재, 분석기술, 나노화학공정, 정 화학 등

생명  과학 생물공정, 생물정보, 유전자정보, 세포조직공정 등

환경․자원 오염제어, 오염예방, 자원탐사, 에너지저장․이용 등

항공․해양 우주발사체, 항공기, 천문우주관측, 조선해양장비 등

건설․교통 건설계획, 관리, 건설환경, 교통계획 및 운  등

2. 사업내용
 가. 선정 대상

  ◦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 중 세계최초․최고수준급으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신기술

 나. 신청 

  ◦ 9월 1일 ∼ 10월 31일 (2개월간)

  ◦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선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 

    - 신기술 설명서 

    - 카다로그 또는 제품구조를 나타낸 그림 또는 제품사진 등

 다. 평가내용

  ◦ 기술성과 경제성을 동일비중으로 평가

    - 서류심사 : 기술성, 경제성 등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 현지심사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술에 한하여 현지심사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종합평가

  

 라. 전문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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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년도에 개발완료된 기술인지의 여부

  ◦ 서류심사 : 독창성, 기술집약도, 첨단기술성, 선진기술과의 우수성 비교, 

고유 설계기술, 국산화율, 특허여부, 인증여부 등 기술적 측

면과 수출액, 국내시장 점유율, 세계시장 점유율, 수입대체효

과, 원가절감효과, 환경친화성 등 경제적 측면 심사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마. 선정위원회 기능

  ◦ 전문위원회에서 회부된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대한민국 10대 신기

술을 선정

3. 선정실적 및 지원
 가. 그간의 선정실적

  ◦ 당해연도에 개발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정도가 획기적인 신기술

에 의한 개발제품 또는 기술자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신기술을 

1999년부터 매년 10개씩 선정하 다.

년

도
업   체   명 기     술     명 비  고

SK 주식회사 이원기능 촉매 기술 세계최고

SK케미칼 제3세대 백금착체 항암제 신약개발 세계최초

삼원특수기계공업(주) 분무법에 의한 슬래그 재활용 및 금속 회수기술 세계최고

현대자동차(주) 전륜구동 전자제어 4속 자동변속기 세계최초

‘99 (주)만도 MGH ABS/TCS System 세계최고

(주)LG화학 리튬 이온 전지 개발 세계최고

LG전자(주) 60" HD급 디지털 PDP TV 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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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산업(주) 0.22㎛ 64M DDR Synchronous DRAM 세계최고

삼성전자(주) 질화물반도체 자색 LD기술 세계최고

(주)파이널데이터  데이터복구 소프트웨어 및 원격조정데이터 복구 세계최고

LG전자(주) CD-RW Drive 기술 세계최초

삼성전자(주) CD-RW/DVD-ROM 복합기술 (COMBO기술) 세계최초

(주)기가링크 TDSL(Time-Division-Duplex DSL) 세계최고

대우조선공업(주) LNG 운반선 통합 자동화시스템 세계최초

‘00 현대자동차(주) 초저공해/저연비 전자제어식 승용 디젤엔진 세계최고

삼성종합화학(주) 초고압용 4세대 PE112 신소재 세계최초

화이버텍(주) 고진공 용융 및 초급냉 DISC를 이용한 금속섬유 제조공법 세계최초

(주)보락 에리쓰리톨의 생물공학적 생산기술 세계최고

삼성에스디아이(주) 20%이상 초고효율 대면적 실리콘 태양전지 세계최고

(주)인터컨스텍 단계적 긴장력 도입에 의한 PSC I형 거더의 제작기술 세계최고

삼성전자(주) HDTV용 40인치 TFT-LCD 세계최초

삼성전기(주) 초고속 초고다층 PCB 세계최초

(주)코어세스 라우팅기능 IP기반의 DSLAM 세계최초

현대중공업(주) 육해상용 고출력 중속 디젤엔진 세계최고

‘01 대우종합기계(주) 초고속 머시닝 센터 세계최초

삼성중공업(주) 초고속 대형여객선 건조기술 세계최고

(주)한일합섬 무공해 라이오셀 제조 세계최고

(주)제스이켐 리튬이온전지용 양극제조 세계최고

동화약품공업(주) 간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 리칸 주" 세계최초

LG전자(주) 냉장고용 리니어 콤프레샤 세계최초

한국항공우주산업(주) T-50 초음속 고등 훈련기 체계개발 세계최고

현대중공업(주)
DBU를 이용한 초대형 해상 구조물의 육해연계 총조립 시스템개
발

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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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 ‘02 ‘03 (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8

2

6

4

8

2

8

2

7

3

37

13

세계최초

세계최고

3

7

5

5

6

4

6

4

4

6

24

26

삼성테크윈(주) IC용 고속 정  Wire Bonder 세계최고

삼성에스디아이(주) 유기EL Display Device 세계최초

‘02 LG전자(주) Advanced 디지털 TV 시스템온칩 세계최초

(주)윌텍정보통신 cdma2000 1x 멀티채널 측정기술 세계최초

삼성전자(주) 2GB NAND Flash Memory 세계최고

(주)효성 직접방사에 의한 Polyester 극세사 개발 세계최초

대주정 화학(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격벽 재료 세계최고

C J (주) 세포 재설계 및 유전체 재조합에 의한 L-쓰레오닌 생산 기술 세계최초

삼성전자㈜ 지상파 DMB 수신기 세계최초

㈜휘닉스PDE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용 투명유전체 소재 세계최고

LG전자㈜ 초대형 Full-HD 해상도 PDP 세계최초

㈜이노텔리텍 산업용 이동 복합 PDA Platform 세계최고

‘03 로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50km/h급 한국형 고속전철 세계최고

대우종합기계㈜ 차세대 복합 터닝센터 세계최고

㈜뉴파워플라즈마 환경친화형 반도체 공정용 플라즈마 소스 세계최고

대우조선해양㈜ 이중선체 초대형 원유운반선(45만톤급) 세계최초

SKC㈜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세계최고

㈜LG생명과학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 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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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04년도 실적

분야 업 체 명 기  술  명 기술수준
’04년
매출
(억원)

’05년
수출전망
(백만＄)

전
자
정
보

삼성전자㈜ 5-Color Ultra-Slim DLP TV 세계최초 10,000 1,200

삼성SDI㈜  32″ 와이드 빅슬림 브라운관 세계최초 100 1,200

LG전자㈜  지상파 DMB 폰 세계최초 50 -

LG전자㈜  고휘도/고명암비 XGA single scan PDP 세계최초 1,200 500

LG필립스LCD㈜  TV용 저온폴리 AMOLED 세계최고 10 10

재
료
화
학

㈜포스코  파이넥스(FINEX) 제철기술 세계최초 4,905 160

㈜태평양
 자외선 차단용 콜로이드 복합 신소

재 화장품
세계최고 85 1

기
계
설
비

현대자동차㈜  Soft 방식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세계최고 17 -

㈜만도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
세계최고 265 64

PSIA  서브나노급 메트롤로지 원자현미경 세계최고 90 12

                         계 세계최초 5건 16,722 3,147

 다. 지원

  ◦ 기술표준원 전시장 배정시 우대

  ◦ 일간지 및 경제지 등을 통한 홍보

  ◦ 선정된 기술의 개발사례집을 문으로 제작, KOTRA 해외무역관, 관련

단체 및 업계등 수요처에 배포하여 홍보

 라. 홍보실적

    - MBN 5시 뉴스, 조선일보 등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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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홍보 매체명 보 도 내 용 비 고

1. 20 매일경제TV
(MBN 5시 뉴스)

2004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방송

1. 20 조선일보 2004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 중앙일보 “신기술 톱 10” 선정

〃 한겨레신문 산자부, 2004 10대 신기술 선정

〃 매일경제 한국 10대 신기술 뽑혀

〃 매일경제
생각의 속도 뛰어넘는 기술진보 따라잡아야

(원장님 기고문)

〃 한국경제 10대 신기술 ‘공인’

〃 파이낸셜뉴스 10대 신기술 선정

〃 제일경제 산자부 10대 신기술 선정

〃 세계일보 2004년 10대 신기술 선정

〃 전자신문 2004 10대 신기술 발표

〃 서울신문 한국의 10대 신기술 선정

〃 데일리줌 10대 신기술 이것이 미래다

〃 국정브리핑 〃

〃 굿모닝 경제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1. 19 KBS 뉴스 2004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 YTN 뉴스 〃

〃 조선닷컴 〃

〃 경향신문 대한민국 10대신기술 뽑혀

〃 EBN 뉴스 〃

〃 환경시사일보 10개 시계최초, 최고기술 등극

〃 뉴스와이어 2004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 무역일보 산자부, 2004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발표

〃 야후미디어 〃

〃 스탁데일리 〃

〃 와우뉴스 〃

〃 노컷뉴스 우리 경제 책임지는 10대 대표기술 뽑았다 

〃 데일리코스메틱 콜로이드 복합신소재 세계최고 기술 선정

〃 네이버 뉴스 〃

〃 경북일보 2004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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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생산기반기술경기대회

1. 개 요
 가. 개최 배경

  ○ 생산기반기술이란 주조, 열처리, 용접, 도금기술로서 소재와 제품의 중간

공정기술을 말하며 제품의 품질, 성능, 가격경쟁력 등을 결정하는 요소기

술임.

    - 이 분야의 직접 매출액은 23.6조원에 달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0배 이상 되는 국가산업의 근간임. 

    - 최근 열악한 작업환경, 업체 세성,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혁신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음.

    - 생산기반기술의 뒷받침없이는 부품․소재 산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

고 우리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열처리, 주조, 용접, 도금분야 기술경기대회를 개최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및 개인에게 정부포상을 하므로서 생산현장기술자 및 기업의 사기

를 높이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설비근대화, 생산기반기술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함.

 나. 주요 경과

  ○ 1991년부터 도금 및 열처리, 용접, 주조경기대회를 부처별로 개최함.

 

분 야 도 금 열처리 용 접 주 조

최초 개최년도 1991년 1994년 1997년 2001년

당시 주최기관 산자부 산자부 중기청 기술원

  ○ 각 정부부처로 산재된 4개 분야 대회를 2001년에 기술원이 통합하 으며 

2002년부터 정부포상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하고 해당기술 분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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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분야별로 경기대회를 개최한 후 통합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음. 

2. 2004년도 생산기반기술경기대회
 가. 대회운영

  ○ 주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기본계획서 수립 및 예산 지원

    - 신문공고 및 팜플렛․포스터 배포 등 홍보업무

    - 경기대회 시험편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 정부포상 통합 시상식 개최

  ○ 주관 : (사)한국열처리공학회, (사)한국주조공학회,

            (사)한국용접협동조합, (사) 한국도금협동조합

    - 기술분야별 경기대회 개최

    - 경기대회 주관 및 성적 우수 기업 및 개인 심사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

연구원, 서울정수기능대학, 대구기능대학,   인천기능대학, 한국

경제신문사, 한국철강신문 등 10개 단체

 나. 참가대상

  ○ 기업부문 : 생산기반기술 설비를 갖춘 국내 전문 제조 업체

  ○ 개인부문 : 기업체 종사자 (일반부), 관련학과 학생 (학생부)

 다. 분야별 경기대회 개최 현황

  ○ 경기분야별 종목

    - 열처리 :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 용  접 : 플럭스코아아크용접, 피복아크용접

    - 주  조 : 주철주강, 비철주조, 일반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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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금 :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 경기분야별 추진 현황

구분 열처리 용 접 주 조 도 금

주관기관 열처리공학회 용접협동조합 주조공학회 도금협동조합

대회

일정

기업 5.17∼5.31

7.1∼7.6

8.1∼8.31 6.11∼6.30

개인 7.21∼7.24 9.3∼9.5 9.2∼9.3

경기

장소

기업 참가업체

인천기능대학

참가업체 참가업체

개인 대구기능대학 인천기능대학 중진공단

참가

현황

기업 19 24 23 43

개인 28 79 35 35

 ○ 정부포상 수상업체 및 수상자 현황

    - 도금분야 :대통령상 (고신공업사) 등 28개 (업체 9, 개인 19)

    - 열처리분야 : 국무총리상 (대한금형열처리) 등 22개 (업체 8, 개인 14)

    - 용접분야 : 국무총리상 (고려용접봉) 등 19개 (업체 5, 개인 14)

    - 주조분야 : 국무총리상 (동양주공) 등 18개 (업체 5, 개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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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부문 수상업체 명단

시 상 훈 격 수상업체명 분  야 경 기 종 목

대통령상 (1) 고신공업사 도  금 니켈-크롬도금

국무총리상(4)

대한금형열처리

코리아금속열처리공업

(주)동양주공

고려용접봉(주)

열처리

열처리

주  조

용  접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주강주조

플럭스코아아크용접

산업자원부

장관상(9)

진 진공열처리

동서열처리
열처리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민 기계 용  접 플럭스코아아크용접

해원산업(주)

캐스팅코리아(주)
주  조

주철주조

특수주조

(주)거성프레이팅

도금속

(주)보림

삼진금속

도  금

니켈-크롬도금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아연도금

중소기업청장상

(5)

서경브레이징 용  접 플럭스코아아크용접

삼성주공(주)

(주)인천금속
주  조

주철주조

특수주조

조양금속

새한금속
도  금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기술표준원장상

(5)

(주)대창열처리

대기열처리
열처리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주)웰탑테크노스 용  접 플럭스코아아크용접

거봉산업

기양금속공업(주)
도  금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열처리공학회장상

(2)

(주)삼락열처리

(주)대성테크
열처리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상 (1)
(주)서방기전 용  접 플럭스코아아크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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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부문 수상자 명단

시 상 훈 격 수상자 소     속 분  야 종  목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상(7)

박형준윤

성중

천안공업대학

천안공업고등학교

용접(대학)

    (고등)

피복아크용접

강경묵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열처리(학생)  금형열처리

이일송

조인규

창원기능대학

한양공업고등학교

주조(학생)

    

일반주조

변치수

김재서

강원직업전문학교

경기직업전문학교

도금(학생)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노동부

장관상

(6)

이기주

박철규

풍열처리

코리아금속열처리공업
열처리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강상규 지아이엠(주) 용접(일반) 피복아크용접

김명수 삼진엔지니어링 주조(일반) 일반주조

조성남

남상린

고신공업사

기양금속공업(주)

도금(일반)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중소기업

청장상

(11)

조찬조

김진구

대구기능대학

용산공업고등학교

용접(일반)

    (고등)

피복아크용접

김효진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열처리(학생)  금형열처리

김 순

황 하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주조(일반)

    (학생)

일반주조

이진희

이승관

김광수

주선우

정창수

권순재

거봉산업

새한금속

경기직업전문학교

경기직업전문학교

경기직업전문학교

재능대학

도금(일반)

    (학생)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니켈-크롬도금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아연도금

기술표준

원장상

(6)

정광철

김정호

대한금형열처리

한성열처리

열처리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김봉율

김기현

포항특수용접

금오공업고등학교

용접(일반)

    (고등)

피복아크용접

조종민

염정훈

한양공업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주조(학생) 일반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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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 훈 격 수상자 소   속 분  야 종  목

기술표준

원장상

(14)

정광철

김정호

대한금형열처리

한성열처리

열처리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김봉율

김기현

포항특수용접

금오공업고등학교

용접(일반)

    (고등)

피복아크용접

조종민

염정훈

한양공업고등학교

시화공업고등학교

주조(학생) 일반주조

김형문

김인성

윤혁준

민성기

박기웅

주진수

김상득

김상진

(주)거성프레이팅

(주)보림

강원직업전문학교

재능대학

재능대학

재능대학

강원직업전문학교

강원직업전문학교

도금(일반)

도금(학생)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니켈-크롬도금

니켈-크롬도금

니켈-크롬도금

아연도금

아연도금

아연도금

한국열처리

공학회장상

(3)

이효진

허태곤

(주)삼락열처리

동서열처리
열처리(일반)

     

      (학생)

금형열처리

침탄열처리

김대한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금형열처리

한국주조

공학회장상

(5)

손경익

장  솔

강승우

최재철

박현기

 -

시화공업고등학교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주조(일반)

    (학생)

일반주조

일반주조

중소기업

중앙회장상(2)

이삼규 우리대륙(주)

용접(일반)

    (대학)

    (고등)

피복아크용접

피복아크용접

임성원 서울정수기능대학

용접조합

이사장상(3)

김정호 울산공업고등학교

장혁진 여수공업고등학교

조성민 안양공업고등학교

대한용접

학회장상(2)

김태훈 원촌정보산업고등학교

주 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동우열처리

사장상(1)
윤희중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열처리(학생)  금형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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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공로상

시 상 훈 격 수상자 소속 직위 분 야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장(5)

이건국

남상출

(주)일흥

천안공업고등학교

대표

교사
용  접

박정웅 천안공업대학 교수 열처리

이승희 중소기업진흥공단 조교수 도  금

문광호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사 주  조

3.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 생산현장 근로자의 사기와 기업인의 자부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정부포상

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의 협조가 필요함.

    - 특히 생산기반기술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업체 및 관계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확대하여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 효과

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수상기업 및 개인 (특히 학생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관련업체

의 경기대회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대회의 경기종목을 미래기술인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친환경적인 그린화 

분야로 점차 확대하므로서 경기대회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보급 및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함.

    - 특히 금형설계․제작․성형․검사기능의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금

형분야와 고열 및 가스발생이 없는 진공열처리분야, 크롬과 시안이 함

유되지 않은 저공해 도금공정기술에 대한 경기종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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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능형로봇 기술평가대회

1. 대회 개요
  국제시장이 로벌화되어 국제표준이 세계시장 선점의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

되는 상황에서, 지능형로봇분야 또한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

에의 채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시장의 형성을 앞두고 있

는 지능형로봇분야는 거대한 잠재시장 진입을 위해 청소용, 오락용, 안내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지능형로봇 국내시장은 2400억정도로 

미미하나 향후 폭발적인 시장의 증가로 ‘10년 10조원에 이르는 등 급속한 확대

가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시장형성 초기단계로 개발제품의 성능평가의 기준과 

인간과의 공존환경에서 사용상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로

봇과 인간의 공존환경에 따른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개발된 로봇의 성능평가를 

위한 참조 시험환경을 보급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함으로써 신제품 수

요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능형로봇 기술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 개최배경 및 목적 

      ▶ 지능형 로봇에 대한 평가기술을 확립하여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 시장 초기단계인 지능형로봇의 상품화 촉진 및 시장 창출에 기여하며

      ▶ 우수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로봇 전문인력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나. 대회개요  

  ○ 주 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주 관 : 산업기술시험원, 로보틱스연구조합, 산업기술재단 

  ○ 대회 방식 : 기술평가와 경진대회에 의하여 우수로봇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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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로봇 대회방식 선정방식

기업부
청소로봇

엔터테인먼트로봇
기술평가

출품로봇에 대해 설계우수성, 성능,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일반부

(대학생, 일반인)

청소로봇

휴머노이드로봇
경진대회

동일 시험환경에서 청소성능시합 또는 

토너먼트방식 격투

 다. 추진 일정

  ○ 신청접수 : ‘04. 5. 1 ∼ 5. 31

  ○ 기업부 기술평가 : ‘04. 7. ∼ ‘04. 9. (3개월) 

    - 평가기준 : 설계우수성, 성능, 안전성, 신뢰성 등 8개 항목 

  ○ 일반부 경진대회 : ‘04. 10. 15 ∼ 18 (4일), COEX 태평양홀 특설무대

  ○ 시상식 : ‘04. 11. 19(금) 10:00∼

    - 시상내용

구   분 시상수 시상내용

기업부

청소

로봇

기술혁신상 1 산업자원부장관상

우수기술상 1 기술표준원장상

엔터테인먼트

로봇

기술혁신상 1 산업자원부장관상

우수기술상 2 기술표준원장상

일반부

청소

로봇

금    상 1 산업자원부장관상(상금200만원)

은    상 1 기술표준원장상(상금100만원)

동    상 3 주관기관장상(상금50만원)

휴머노이드

로봇

금    상 1 산업자원부장관상(상금200만원)

은    상 1 기술표준원장상(상금100만원)

동    상 3 주관기관장상(상금50만원)

유공자부문

장관표창 2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원장표창 2 기술표준원장표창

주관기관장표창 3 주관기관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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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수결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13개 업체 109개 팀이 참가하여 지능형 로

봇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소로봇과 엔터테인먼트로봇의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부에서는 삼성 광주전자(주), 유

진로보틱스, 로보티즈, 미니로봇 등 국내 지능로봇을 대표하는 전문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능형로봇의 성능에 대한 업체와 학생들의 로봇에 대한 관심

을 보여주었다.

<표7-7-1>        지능형로봇 기술평가대회 신청 현황(2004)
구분 대상로봇 참가업체 및 팀 신청 현황 

기업부
청소로봇  3업체  (3개 로봇) 삼성전자, 한울로보틱스 등

엔터테인먼트로봇 10업체 (14개 로봇) 유진로보틱스, 로보테크 등

소계 13개업체 (17개 로봇)

일반부
청소로봇  60 팀 서울대, 한양대 등 

휴머노이드로봇  49 팀 부산대, 충북대 등

소계 109 팀

총계 126 건

   5) 지역별 신청현황(일반부)

  일반부 청소로봇과 휴머노이드로봇분야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대

학팀의 신청으로 청소로봇은 60개팀, 휴머노이드 로봇분야는 49개팀이 신청하

으며, 일반부 청소로봇분야는 설계우수성, 독창성, 구현성 등의 서류심사에

서 선정된 20팀에게는 팀당 로봇제작비를 2백만원까지 지원하 다. 

일반부 청소로봇 일반부 휴머노이드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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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 개최
  작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 특설무대에서 막

을 올린 ‘지능형로봇 기술평가대회’에 대학생 등 참가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

어로 제작된 로봇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중 청소로봇은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구역안에서 가장 빨리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미리 대회장에 설치한 

문턱과 장애물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점수화해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출

품작들은 모두 인공지능을 갖춘 것들로, 초음파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와 경기

장을 지도화한 뒤 바둑판식 청소를 하는 로봇 등이 있었으며, 휴머노이드 로

봇들은 헐크 나 로봇 태권브이 등 다양한 모양을 한 채 팔과 어깨, 다리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 다.

  기업부 최고로봇에는 청소로봇 부문에서 삼성 광주전자(주)의 크루보가, 엔

터테인먼트로봇 부문에서 (주)유진로보틱스의 아이로비가 선정되었다. 일반부

에서는 청소로봇 부문에서 ZETIN(서울시립대)이, 휴머노이드로봇 격투 부문

에서 태권V가 우승을 차지하 으며, 최고상인 산자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200

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동시에 수상로봇에 대한 전시와 자율로봇 종합평가

기술 표준화 워크샵이 함께 개최되어 평가기술 확산의 자리가 되었다. 

  ㅇ기업부 청소로봇 수상팀 

상 급 장관상(기술혁신상)  원장상(우수기술상)

로봇명 크루보 로보센스

업체명 (주)삼성광주전자 (주)베이직로봇

로봇



402  제7장 기타 주요시책

  ㅇ기업부 엔터테인먼트로봇 수상팀

상 급 장관상(기술혁신상)  원장상(우수기술상)

로봇명 아이로비 싸이클로이드 토보
업체명 (주)유진로보틱스 (주)로보티즈 (주)이지로보틱스

로봇

3. 성과 및 향후 계획 
  본 평가대회에 적용된 성능 및 안전기준을 국가표준(KS)의 기본자료로 활

용함은 물론, 지능형로봇 국제표준화 5개년 사업에 따라 서비스 로봇의 성능

평가방법 등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 하여 우리 로봇업체의 세계시장 선

점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인간공존시대 및 

환경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평가를 통해 수요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과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환경 등의 확산 보급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성능보증

으로 신제품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부를 포함하여 

평가기술의 우수성, 설계, 성능, 안전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한 제품의 발

굴과 이공계 대학생 우수 전문인력의 등용문이 될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는 공공서비스 및 극한작업 로봇분야로 확대하고 국내의 

유사로봇대회와 공동으로 대회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의 대표적인 로봇대회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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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1. 사업 개요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는 NT, EM 등 신기술인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다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사업 연말결산」행사로서 우수사례발표, 신기술인증사업 실적보

고, 지원사업설명회,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된다.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이라는 명칭으로 수여되는 유공자 포상은 신기술인증제품의 개발과 실용화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체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으

로서 1997년 이후 2004년까지 8년간 훈포장 37명 등 정부포상 229명과 장관표

창 231명에게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2. 2004년도 개최 실적 
 가. 행사 개요

  ◦ 행사명칭 : 「제8회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 일시 : 2004. 11. 1.(월) 14:00 ∼ 17:00 

  ◦ 장  소 : 기술표준원 대강당

  ◦ 참석인원 : 약 500명

    - 초청내빈 : 20여명

      ․산자부차관, 대한상의회장, 기계산업진흥회장, 중기협중앙회부회장 등

    - 수상자 및 수상업체 임직원 : 350여명

    - 축하객 및 인증업체 일반참석자 : 150여명

 나. 행사 구성

  ◦ 우수사례 발표

    - 주식회사 로템 : 한국형 고속전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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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력원자력(주) : 신기술제품 적용 실적과 계획

  ◦ 신기술제품 구매 촉진방안 보고

    - 한국기술거래소 :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방안 및 종합관리시

스템 구축․운 방안 보고

  ◦ 2004년도 NT․EM 운 실적 보고

    - 신기술인증실적, 지원시책 및 개선계획, 실효성 평가결과, 전시회 지원실

적 등

  ◦ 정부포상식

    - 포상규모 : 유공자 31명, 유공기업 37업체 총 68명

    - 훈장 : 주식회사 로템 상무이사 송 진 등 2명

    - 포장 : 주식회사 삼진정  대표 정태희 등 3명

    - 대통령표창 : 현대중공업(주) 등 11업체(명)

    - 국무총리표창 : 대우종합기계(주) 등 12업체(명)

    - 산업자원부장관표창 : 메탈화학(주) 등 40업체(명)

 다. 행사 홍보

  ◦ 행사 특집기사

    - 매  체 : 한국경제신문(2004. 11. 1)

    - 게재면 : D1∼D8(8면)

  ◦ 기타 : 연합뉴스, 전자신문, edaily 등 

  ◦ 현수막(5), 현판(1), 초청장(2,000), 프로그램(1,000)

  ◦ 자료모음집 발간

    - 치사, 축사, 경과보고 등 행사관련 문건 모음집(500부)

      ※ 행사종료후 차관님과 포상자 단체 기념촬

3.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가. 추진배경

  인증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효성 조사결과 산업발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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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에 의거한 신기술실용화 촉진사업은 수출증대와 수입대체확대에 크게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행사의 실시 첫해인 1997년 제1

회 대회부터 기업체의 공로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포상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포상 축소정책

에 따라 훈포장을 중심으로 포상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정부포상은 상훈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기본방침

으로 정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실시된다. 최근의 정부포상 추세는 산업

계 공로자들이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의 원천이라는 중요성에 걸맞도록 산업계 

포상을 확대실시하는 추세이며, 숨은 공로자의 폭 넓은 발굴과 공적의 실질심사

를 강조하고 있다.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연도별 규모]

훈    격

2004년 실적결과 과년도 실적

계 기업 유공자 ‘03 ‘02 ‘01 ‘00 ‘99 ‘98 ‘97

 정 부 포 상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 관 표 창

28

2

3

11

12

40

14

-

-

7

7

25

22

4

4

7

7

15

31

2

3

13

13

40

34

4

4

13

13

40

33

3

4

13

13

30

30

2

3

12

13

21

27

1

2

11

13

25

22

1

1

10

10

20

24

1

1

11

11

15

합   계 68 39 37 71 74 63 51 52 42 39

  

 *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계획) : 포장 1, 대통령표창 1, 총리표창 1, 장관표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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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야별 포상 훈격
포상 부문 훈 격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판로지원 유공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다. 포상대상

  ◦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부문

    - NT(신기술), EM(우수품질), EEC(우수환경설비), GR(우수재활용), 산업

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 등 산발법제26조에 의거한 인증  제품을 개

발하고 실용화에 성공한 기업

  ◦ 신기술실용화 유공자부문

    - 위 인증제품 및 대한민국10대신기술 선정제품의 개발과 실용화에  기여

한 유공자 (대학, 연구소 등의 개발자 포함)

  ◦ 판로지원 유공자부문

    -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

한 판로지원 유공자

 라. 수공기간별 자격요건

  ◦ 산업훈장 : 해당분야 수공기간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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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포장 : 해당분야 수공기간 10년 이상

  ◦ 표    창 : 해당분야 수공기간 5년 이상

 마. 포상 제외 대상

  ◦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부문

    - 동일공적에 대한 기 포상기업

    - 2년 이내에 국무총리 이상 정부표창을 받은 기업 

    - 산재율이 높은 기업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처분을 받은 기업

     ․기타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3년 이상 연속 적자 또는 부도기업,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

를 야기한 등 기타 포상자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신기술실용화 유공자부문

    - 동종동급 또는 상위등급 훈․포장의 기 포상자

    - 동일공적에 대한 기 포상자

    - 5년 이내에 훈장을 받은 자

    - 2년 이내에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자 

    - 산재율이 높은 기업의 임원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의 임원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의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의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처분을 받은 기업의 임원

     ․기타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빈번한 노사분규 발생기업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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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 노사분규 발생기업(사업장 단위)에 소속된 자

    - 형벌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 이상 연속 적자 또는 부도기업의 임원,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

적 물의를 야기한 등 기타 포상자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의 해당자

  ◦ 신기술실용화촉진사업 공로자 부문

    - 동종동급 및 상위등급 훈․포장의 기 포상자

    - 동일공적에 대한 기 포상자

    - 5년 이내에 훈장을 받은 자

    - 2년 이내에 국무총리 이상 정부표창을 받은 자 

    - 형벌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바. 부문별 수상자 및 수상기업

  ◦ 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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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실용화 유공자]

업체명 포상자 연령 직위 추천훈격

주식회사 로템 송진 53 상무이사 은탑훈장

삼성전자 주식회사 서강덕 48 전무이사 동탑훈장

삼익LMS 주식회사 손창수 49 전무이사 산업포장

주식회사 삼진정 정태희 45 대표이사 산업포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김주태 47 부  장 대표

㈜액티패스 박헌중 46 대표이사 대표

㈜오에치케이 남양원 53 대표이사 대표

태양산업 송홍준 57 대표이사 대표

대우종합기계㈜ 김광진 46 부  장 국표

㈜아이레보 하재홍 39 대표이사 국표

㈜에스비씨리니어 이진관 44 전무이사 국표

㈜컨버테크 오재홍 48 대표이사 국표

한국볼트공업(주) 최돈흥 57 전무이사 국표

[판로지원 유공자]

업체명 포상자 연령 직위 추천훈격

한국수력원자력㈜ 김규찬 47 팀장 산업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명율 45 부장 대표

한국남부발전㈜ 이우달 46 과장 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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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공 기 업]

업체명 수공기간 추천훈격

주식회사 테크윈 5

대
통
령
표
창

대한이디엠㈜ 13

주식회사 텔레칩스 5

한화석유화학㈜ 30

㈜디에스 18

주식회사 케이디이컴 17

디에스아이테크 9

국
무
총
리
표
창

기산정보시스템 주식회사 11

㈜한국공간정보통신 6

㈜길광그린텍 19

경흥산업 주식회사 22

(주)지오매니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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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유 공 자]

업체명 포상자 연령 직위 훈격

메탈화학 주식회사 고석노 48 대표이사

장관표창

(주)테크스피어 최환수 43 대표이사

세운정 기계(주) 최민 42 대표이사

삼랑A.T.I 최민석 56 대표이사

주식회사 티오즈 권철한 40 대표이사

주식회사 제4기한국 박남선 41 연구소장

주식회사 스피드칩 백민호 40 대표이사

주식회사 효성 조대현 46 부장

에스케이케미칼 (주) 최기승 39 선임연구원

㈜ 유닉스라바 원충희 64 대표이사

㈜바이오메드랩 김종원 41 대표이사

㈜로보테크 강삼태 41 대표이사

[판로지원 유공자]

업체명 포상자 연령 직위 훈격

한국전력공사 신 식 43 과장

장관표창한국남부발전㈜ 정정우 40 과장

경남도청 서정우 44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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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기업 ]

업체명 수공기간 추천훈격

신성정 공업(주) 28

장관표창

㈜프로컴시스템 11

세유특강㈜ 15

㈜보우 16

㈜YHB 8

㈜유천공조엔지니어링 18

주식회사 화성기계 6

스페이스인터내셔널㈜ 7

㈜천보엔지니어링 13

㈜지아이씨하이테크 10

㈜코팅코리아 10

㈜바이오미스트 테크놀로지 8

㈜경한 7

㈜나다에스앤브이 7

주식회사 플레넷 6

㈜ 올메디쿠스 7

성일물산㈜ 9

㈜오토테크코리아 5

㈜와치텍 5

주식회사 신화기공 25

형제전기㈜ 6

㈜종합공해 23

주식회사 주인정보시스템 6

㈜동해기계항공 7

코리아씰라인(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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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신개발기술의 일등상품화 지원(LABCON PLAN)

1. 추진배경
  신기술사업화촉진의 주된 목적은 기술개발결과의 상업화를 활성화시켜 첨단

기술제품으로 고부가가치를 얻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투자한 기업이 기술

적․경제적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는데 있다. 신기술사업으로 얻은 이

윤은 또 다른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결국은 기업의 기술개발투자가 산업경제

성장․발전의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기술사

업화 성공실적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화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나라의 숙제라 할 수 있다. 신기술과 기존시장 또

는 신시장과 기존 기술을 연결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신기술

과 신시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원에서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추진중인 “신기술사업화 촉진” 

사업은 한국신기술인증 등을 비롯한 기술 및 품질인증, 인증제품 전시회 개최, 

유공자 포상 등이 있으나,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괄적인 추진체계

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각종 인증은 기술개발기업의 신청에 의해

서 개별 사안으로 진행되는 수동적 자세를 견지해옴에 따라 국가의 산업기술 

로드맵에 부합하는 전략적 인증제도로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LABCON PLAN으로 약칭한 신개발기술의 일등상품화 지원사업은 연구개

발 (LABoratory) 실적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수출 (CONtainership) 전략상

품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유망기술의 발굴에서부터 홍보에 이

르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수단을 일괄하여 집중시킨 제도로서 2002년부

터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단기간에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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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완료후 사업화가 부진한 신기술제품 적극 발굴

  ◦ 경제적․기술적 기대가치 분석, 핵심기술 구성체계 확립, 기술평가기준 

개발, 미래의 기술발전 목표치 제시하고 핵심 성능․내구성 평가기준 개

발 등 빠른 시간내에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지원

  ◦ NT․EM 인증, 사업화자금지원 등 신기술 실용화정책과 연계하여 제품

화와 수출주력 상품화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

 나. 지원대상

  ◦ 주력 기간산업분야 핵심기술 및 부품

    - 기계 : 디지털제조시스템, 플랜트, 첨단기계

    - 환경에너지 : 환경복원시스템, Eco소재부품, 수소에너지

    - 전기전자 : PDA, Wearable 컴퓨터, 상진단기기

    - 섬유패션 : 산업용섬유, 기능성제품

    - 석유정 화학 : 신촉매, 유기신소재, 신기능 수지

    - 부품소재 : 기타 전 산업분야 부품 및 소재

  ◦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핵심기술 및 부품

    - 지능형로봇 : 가정용로봇, 극한작업로봇

    - 미래형자동차 : 지능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 디지털TV :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 디스플레이 : LCD, LED, PDP, 유기EL

    - 차세대반도체 : 차세대메모리, 나노전자소자

    - 차세대이동통신 : 텔레매틱스

    - 지능형홈네트워크 :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네트워킹

    - 디지털콘덴츠 : 디지털컨텐츠제작, 지능형물류시스템

    - 차세대전지 :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소재

    - 바이오신약 : 신약, 바이오칩

  ◦ 생산성향상과 품질혁신을 리드할 수 있는 공정기술

 다. 대상품목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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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육성품목의 광범위한 발굴을 위하여 일반공모․기관추천․직접 발

굴 등을 통한 실용화 전 단계의 신기술 적극 발굴

 라. 대상품목 발굴

  ◦ 발굴규모 : 매년 100품목 내외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전문분야별로 전문가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 품목 중 현장실사의 필요성이 있는 품목 

    - 3차 최종선정 : 예산․목표수량 등을 감안하여 확정

 마. 신기술의 제품화 및 신제품의 시장개척을 통한 상품화지원

    [ 기술분석, 기술지도 단계 ]

  ◦ 전문성이 뛰어나고 산학 협력심이 왕성한 위원으로 품목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기술원 담당관 지정하여 담당품목에 대한 업체․지도위원․유

관기관 협조사항 연계를 책임

  ◦ 해당 품목의 최선진 기술위주로 기술체계도(Technology Tree) 작성

    - 인터넷, 기술문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선진 기술정보 수집

    - 신기술, 신제품을 구성하는 설계, 소재, 공정, 부품 등 핵심 항목에 대한 

기술체계분석 및 향후 개선․개량․개발대상기술의 구체화  

  ◦ 해당 품목의 기술력(핵심성능, 내구성 등) 평가기준 개발

    - 향후 국제규격 제정을 추진하여 표준선점에 의한 세계시장 선도 도모

  ◦ 지도일수 및 기간

    - 지도일수 : 15일 내외

    [ 실용화지원단계 ] 

  ◦ NT․EM 신기술인증

    - 기술분석 완료후 실용화에 성공토록 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NT․EM 

등 신기술로 인증받고 시장개척에 활용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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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분석 단계에서 평가기준 제정, 현장실태조사, 성능․내구성 평가 등

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에 반

    - 기술개발 유공자 및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세계일류상품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추천, 문 카다로그 제작 및 국내외 배포, 국내․외 전문 전시

회출품 지원, 자금지원 안내, 산업재산권 출원, 표준화 등 정부지원 신

기술 실용화정책과 연계하여 관리

 바. 기대 효과

  ◦ 2005년까지 매년 100개씩 발굴하여 “세계일류상품”지원책과 연계 추진하

여 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수입대체 및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고, 반

도체, 조선 등 소수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양화하는 계기를 마련

  ◦ 기술체계도와 기술발전 목표치를 근간으로 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 제시

  ◦ 선택된 분야에 가용자원을 집중하는 포커싱 전략의 추진에 기여

  ◦ 신기술실용화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술개발 투자에서 상품화를 통

한 기업이익의 실현까지 신기술제품 탄생의 전과정(Full Cycle)을 포괄

하는 기술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모델 제시

3. 2004년도 추진실적
 가. 주요 실적

  ◦ 115업체 선정, NT․EM인증 등 총 112건 지원

  ◦ 기술지도 일수를 15일로 확대하여 내실 유도

    - 기술지도 782일, 기술력평가 257일, 품질경 지도 42일 실시

    - 기술지도는 제품설계 22건, 공정개선 10건, 품질관리 28건, 품질경  5건

  ◦ 세계일류상품 12품목 선정 및 전시회 출품지원 등 기타 53건 지원

 나. ‘04년도 사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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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품목의 개발제품을 NT․EM인증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의 연간 인증

목표(‘04년도 115건) 달성에 크게 기여

    - 금년도 인증목표 120건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수한 신기술제품이 많이 발굴되도록 부서별 목표할당 추진 필요  

  ◦ 사업공고 이후 인증종료시점까지 장시간 소요

    - 인증종료까지 3개월 이내의 단기간 추진이 필요 

업체별 지도․평가․인증 내역

업체명 기술명
기술

력평

가

기술지도
품질

경
인증기술

지도

구

분
지도내용

건치산업사 구강 손질용 
치간치솔

5 제품
설계

치간칫솔용 외산 와이어와 기존 
사용중인 소재의 특성 분석 및 
동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 설계 
및 시험

㈜장미디어인터렉티브

키 로밍 방식
에의한 이중
화인증서 기
반의 보안 웹
메일 기술

10 품질관리

credential server를 이용하여 
PKI 도메인 밖에 있는 사용자
에게 이메일 안전 송신 여부, 
패스워드 기반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개인키 등의 정보 다운 성
능 등 핵심 기능의 안정성 여부 
확인 

NT

우암닷컴 에너지 수요
예측 시스템 7 제품

개선

ENFOS 예측모형의 이론적 검
토, 지역별, 기간별 예측기능 점
검 및 우발적 상황에 대한 시뮬
레이터 기능의 개선, 기온분포 
예측갑쇼의 합리적인 입력방안, 
월별 GDP 예측값의 개선방안,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 등 지도

㈜오1페론

압축식 싸이
클을 이용한 
극저온 냉동
장치

15 경
관리

기업경  관리 진단, 마케팅 기
초자료 정  조사 분석을 통하
여 기업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
고, 내수탈피 수출 주도형 기업
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 관리기
법 지도

우경브이텔
㈜

연근해용 수
중탐사 로봇
시스템

5 15 품질
관리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항
목 및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개
발과 기술전파

에스브이㈜
자동차용 안
테나 수신감
도 측정장치

5 13

품질
관리
/
품질
경

라디오 수신감도 측정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 성능 향상을 위
한 평가방법 개발 및 프로그램 
구현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지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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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브이㈜

다채널 초고
속 실시간 데
이터 수집장

치

15 품질관리

데이터수집장치의 주요 성능 항
목에 대한 성능평가방법지도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 고도화 유
도

EM

에스이디스
플레이㈜

LCD용 카메
라 모듈 Full 
Auto 
bonding 
System

15
품질
관리

제품의 핵심 성능 평가방법 개
발 지도 및 ACF 관련 Align/
온도/bonding 문제점 해결방안 
지도 

㈜남성정공
CNC 링기계
의 일체형 헤
드 프레임

5 15 품질
관리

링헤드 일체형 링머신의 운
동정도, 부하운전상태, 가공정
도, 진동발생, 주축선단의 동적 
컴플라이언스 등 주요 성능항목
에 대한 평가기법 지도

EM

우성오토마
㈜

디지털 피라
니 게이지 15 제품개선

제품의 성능분석 및 동 분석결
과를 토대로 파악된 온도특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온도
보상 전자회로 설계, 필라켄트 
저항특성 측정, PCR 제작 등

㈜세코닉스
Projection 
TV 광학엔진 

모듈
15 공정개선

가공물 높이, 곡률부 높이차, 센
터링 등의 공정변수 등을 개선
하여 생산공정의 품질확보 대책 
수립

EM

(주)프리시
젼옵텍스

적외선 광학
개용 비구면 
렌즈 국산화 
개발 및 

15 제품설계

비구면 렌즈 설계방법 및 측정
방법, null 렌즈 설계 및 제작방
법 등의 지도를 통한 제품 설계 
지원

㈜케이텍정
보통신

링타입 광전
송 구조의 쌍
방향 CCTV
제어장치 및 
계통

15 제품설계

기존 개발제품에 비디오 서버 
기능을 일체화시키기 위하여 비
디오 서버의 개념과 알고리즘, 
압축방식, 전송방식 기본 개념
의 기술전파

EM

나오미테크
절삭가공용 
오일 미스트 
제조장치

5 15 제품
개선

오일미스트 제조장치의 성능 최
적화를 위한 성능시험 수행 및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사용조건 도출 및 일반 절삭유 
사용시 및 건식 절삭가공 시험
결과와의 비교평가

NT

㈜ 텍 스마트 포지
셔너 15 제품설계

최신 필드버스인 foundation 필
드버스의 기본적인 동작원리와 
적용방법에 대한 기술전파 및 
이를 이용하는 시스템 데모환경
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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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기연 batch freezer
용 교반장치 5 15 품질관리

제품의 성능향상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방법 개발 
및 이의 적용을 통한 제품개선 방
안 도출

㈜kolen 카메라폰 렌즈 품질
경 15

유용연제
작소

초 저습동형 
유압 servo 
actuator

5 7 제품
개선

유압서보 액츄에이터의 동력학적 
운동특성 해석 및 성능평가기법 
개발 및 이의 적용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제품개선 수행

디에이치
엠㈜

화재 초기 진
화용 소방펌프 8 제품

설계

소방펌프의 설계기준서 및 설계입
력과정의 검증, 체적효과에 따른 
대용량 펌프의 효율증대 방안, 
Hammerless 설계기법과 그 관련
기술의 적합성, 효율증대방안 등
의 지도

EM

㈜메조텍
코리아

초정 급 비접
촉식 DRO개

발
5 15

품질
관리
경

기술분석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
품평가기법 등의 지도 5

㈜코미

CMOS/CCD
카메라모듈 기
능 밍 상 검
사 SYSTEM
개발

5 15 제품개선

개발제품의 기술적 문제점 해결방
안 제공, 제품 검사항목의 테스트 
알고리즘 설계 및 프로그래밍과 
이에 기초한 검사항목별 평가 수
행

EM

㈜화일프
레스

4point 
linkless llink 
motion press

10
제품
개선

프레임 강도보강을 위한 설계개
선, 링크모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구동시의 간섭효과 분석 
등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지
도 수행

㈜브레인
유니온시
스템

3차원 물체에 
대한 특수인쇄
용 고해상도 
평판실사출력

기

5 9 제품
개선

출력속도 분석으로 헤드의 이송에 
의한 가감속 운동과 부하에 따른 
오차 보정, 시스템 버스와 인터페
이스 개선,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효율적 설계, 기계구조부분의 재
설계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원가절감 방안 등 지도 

EM

금호미터
텍㈜

동파 방지장치 
내장 수도미터 15

제품
설계
/
수치
해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하여 수도미터 내부의 온도분
포를 예측하고 동파방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설계 개선 
지도

탑전자산
업㈜

휴대용 신축봉 
탐색 카메라 
장비

15 제품
개선

제품 개선을 위한 상시스템 및 
상세 구조 분석, 도면작성방향 및 
향후 개발모델의 기획

이놉스

PDM상에서의 
실시간 협업적 
데이터 연동기

술

5 15 제품개선

데이터 연동기술 구현을 위한 핵
심기술 분석, ASIC을 이용한 고
유파일 설계 및 파라메트릭 통신
기술 지도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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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

Web과3-Tire
기술을 접목한 
전사적 자원관
리시스템

8
품질
관리

제품의 성능개선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방법 개발 
및 이를 적용한 개발제품 성능 분
석

㈜첨단 엔
프라

3동작 압력 스
위치 15 제품설계

압력스위치의 구조 및 주요설계인
자 분석, 가이드핀과 감지디스크의 
설계,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등을 수행

㈜우리기술 지능형 청소 
주행 알고리즘

15 품질
관리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개발 및 주요성능의 비교평가

㈜캐리마
디지털사진현
상기(디지털캐

리어)

품질
경

15

성보공업㈜ TOOTH & 
SPROCKET 15 품질관리

핵심기술 분석 및 기존기술과의 
비교평가,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평
가기법 등의 지도

EM

㈜거산기계
폐콘크리트 이
용한 모래제조
의 입형개선형

3 7
품질
관리

제품의 성능향상과 품질경쟁력 확
보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및 시험 
평가 수행

NT,
EM

유앤아이㈜

Polyaxial 
Pedicle screw 
system(Spinal 
Fixation 
System)

EM

나노바이오
㈜

나노 미립자 
제조방법 및 
그 이용방법

4

퀄리플로나
라테크㈜

12"실리콘 단
결정 성장장치

NT

㈜삼진정 휴대용 밸브 
조작기

EM

㈜삼진정
적층 메탈시트
버터플라이밸

브
EM

㈜하나금속
제련용 contact 
bar및 이의 제
조방법

12 공정
개선

순동용해기술, 컨텍트바 연속 주조
기술, 냉간인발기술 등의 개선을 
통하여 제련용 컨텍트바의 고품질
화 추진

EM

대양중공업
(주)

잠금장치 구조
개선 차량장착
용 쓰레기 수
거기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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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고규소주철 전
극봉 12 공정개선

불용성 양극소재인 고규소 내산주
철에 대해 용해, 주입조건 등에 따
른 전기화학적, 기계적 특성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인자들에 대한 
시험조건을 선정하여 특성 평가 
실시 및 동 결과를 활용한 최적 
생산조건 제시

㈜위너베아
링

고속용 직선운
동 베어링 3 12

품질
관리

제품의 성능향상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평가기법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제품평가 수행 

NT

㈜에이e패
스

휴대폰 줌 카
메라 모터용 
초정  본드자
석 및 insert사

출

12 공정개선

압축자석의 초정  성형 및 치수 안
정화에 향을 주는 인자들의 데이
터베이스화, 정 코팅기술의 최적화 
및 고기능화 추진, 신뢰성평가 설계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주)정원엔
지니어링

공정반응을 이
용한 내환경성 
티타늄 클래도 
강관 제조기술

15
품질
관리

제품의 성능향상과 품질경쟁력 확
보를 위한 제품 평가기법 개발 및 
제품평가 수행

NT

키밸브기술
㈜

밸브 정 제어
구동용 전동-
유압 제어 유
니트

3 9 제품개선

외산제품 분석, 배면주입구, 압력
스위치 구조 변경 및 공압구동 오
버라이드 작동 점검을 통한 제품
개선 추진

㈜유니플라
텍

PSll법을 이용
한 차세대 연
성 PCB원단개

발

2 4 품질관리

제품의 성능향상과 품질경쟁력 확
보를 위한 제품 평가기법 개발 및 
제품평가 수행

㈜유니플라
텍

면상발열체를 
이용한 실내 
난방블록 개발

2 4 품질
관리

제품의 성능향상과 품질경쟁력 확
보를 위한 제품 평가기법 개발 및 
제품평가 수행

㈜이세산업
형상기억합금
을 이용한 자
동온도조절기

7 3 제품 개선

제품에서 발생하는 공진음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설계도면 검토 및 조
작핸들, 고무링 등 부품 설계 개선

㈜선한엠엔
티

초친수성을가
진 나노콜로이
드 용액

3

보고마그네
슘㈜

멀티 슬라이드 
다이캐스팅에 
의한 마그네슘

12 공정개선

금형설계 및 금형제작기술 전파, 
금형온도, 합금조성, 용해 및 주조
조건 등의 제조공정 조건 등의 개
선 지도

㈜창성 금속분말 연자
성 코아 7 EM

아시아프로
세스㈜

용접벨로우즈 
박판 성형 및 
레이저 용접기

술

12 품질관리

제품의 성능향상 및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기법 개발 
및 시험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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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금속
산업용 기계 및 
설비 부품의hard 
facing 처리방법

5

㈜동원롤
산자용 초음파 
융착 컷팅기 12

공정
개선

초음파 접착기의 섬유웹 접합의 기본
개념과 기본요소, 초음파 접합조건과 
사용원료의 상관관계, 섬유웹의 압축
거동초음파 섬유웹의 열전도성 이론 
분석, 원료특성별 최적 공정조건 등의 
지도 전파

알메탈㈜
고주파유도용접
법으로 제도도니 
OPC드럼소재용

12
품질
관리

제품의 성능향상 및 품질경쟁력 확보
를 위한 제품평가기법 개발 및 성능
평가 시행

㈜테크소
닉

초음파 금속용접
기 5 12

품질
관리

제품의 성능향상과 품질경쟁력 확보
를 위한 제품 평가기법 개발 및 제품
평가 수행

EM

㈜코팅코
리아

폴리에틸렌코팅
관이음쇠 3 4

품질
관리

제품의 성능향상과 품질경쟁력 확보
를 위한 제품 평가기법 개발 및 제품
평가 수행

EM

㈜씨엔켐 PDP 유전체 보호
막용 MgO 소자

3 NT

(주)엘오티
베큠

반도체 공정용 
건식진공펌프

12 3 성능
평가

대기로 가스를 방출시키면서 흡기구 
압력이 10kPa 이하에 도달할 수 있는 
저진공펌프의 성능시험 항목, 시험방
법, 분석 및 평가기법 개발 및 지도

협우물산
㈜

자동분무호스릴,
자동호스릴 분무

세트
5

㈜비젼이
노텍

복합재료 고속리
이머 15 제품설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20여년에 걸쳐 
개발한 신소재 복합재료 응용 기계설
계기술과 전착제 접합기술을 적용하
여 제품설계 개선

EM

㈜거양
Burr없는 다중 
전단 가공기술 5 NT

㈜오텍
최적압력유지형
의 공압식 구급

차용
7

제품
설계
/
성능
평가

제품 설계도면의 검증, 샘플제작, 제
품시험 및 타당성 확인, 문제점 보완 
및 상품화 등 실용화 전단계에서 필
요한 개발과제에 참여하고 방진대 동
적성능 평가를 수행함.

EM

코베스트
㈜

재봉틀 및 자쉬
의 밑실공급장치
인 신개념

5 10
품질
관리

개발품과 기존제품간의 밑실체적 비
교, 체적 증가에 따른 실의 변형율, 
밑실의 교체시간 비교, 보빈실의 배출 
방향, 실의 장력 등에 대한 수학적 해
석 접근 및 정량화 

NT/
EM

㈜신성아
트월

건축용 금속 판
넬의 코너가공방

법
5 13

공정
개선
품질
관리

roll seaming 가공 방법 개선 및 비젼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의 기하학적 형
상 정 도 자동 측정방법 개발 지도

NT/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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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 공기호흡기용 복합
재 고압용기 EM

㈜유진엔
지니어링

무전원 회전동력 
발생기회전동력에

의한
5

선우섬유
자동화 분사 정경기 8 EM

태극기계
㈜

축산농가용 차량소
독기 5 10 품질관리

경제적인 소독제 분사를 위한 진입
차량 인식장치 성능 점검 및 보완, 
소독기 성능 분석을 위한 노즐 시험 
및 동종업체 제품과의 벤치마킹 등

쌍용기계
산업㈜

완전미 일괄생산 
시험시스템 5 NT

두루기계
통상 농산물 선별기 12 제품설계

개발제품은 마늘을 크기별로 선별하
는 장치로서 작동소음과 진동발생을 
감소시키고 동력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구조설계 변경

㈜태길기
연

저장형 독립현가 
AIR 

SUSPENSION 방
식의 

SLIDINGTYPE

7 품질관리

독립현가 차축 응력 측정시험 및 가
속도 측정 시험을 통한 제품 성능 
및 품질평가 확인

한국타피
컴퓨터

문서자동발급장치 5 EM

순환시스
템

금속캔의 재활용 
신공정 및 장치의 

개발

품질
경 15 EE

C

㈜엠비아
이테크놀
로지

원통화 정 역회전
의 방식의 안타샤 
전용 편직기

8 EM

㈜에이에
스티 오존 살균 시스템 5 NT

㈜제어계
측기술

Euro-3엔진용 비
접촉식 가속 페달 
센서 및 가속페달

5 7 품질
관리

개발제품의 성능 분석, 내환경 평가
기술 및 개선방법, 신뢰성 향상방법 
지도

㈜유니맥
시스템

일반 및 장애인용 
지하철 

FI,AP,GATE
5 EM

㈜아이너
스기술

3차원스캔데이터 
기반의 역설계기술 
및 제품형상 품질 

검사기술

20 품질
관리

개발제품(s/w)의 스캐닝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타 응용프로그램과의 데
이터 호환성, 각종 그래픽카드와의 
호환성, OS호환성, 사용언어와의 호
환성 등 상품개발 완료단계에서 필
요한 개발과제 지도 및 각 기능별 
적합도, 정합 적합도, 반복 정확도, 
기능별 성능, 대용량 데이터 처리, 
타 제품과의 벤치마킹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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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
텍

자동생산
금형기술 5 13

공정
개선

가스레인지에 사용되는 가스그릴
의 화염판을 기존의 세라믹 재질
에서 CR재질로 변경하기 위하여 
미세구멍을 연속으로 타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도하 으며, 
이를 위하여 주어진 공차범위내
에서 정확하게 피어싱할 수 있는 
금형을 개발하고, 수치제어방식의 
소재공급장치 및 고속 타공설비를 
보완함.

㈜천보엔
지니어링

디스크 스크린
&분쇄기

5 EEC

㈜브이엠
티

극정청 진공 
(XHV)챔바 제
작기술

12 3 공정
개선

진공챔버의 설계, 세정, 전처리, 
후처리의 문제점 개선 EM

화인기계
전자㈜

복합형 검출방
식의 자동포목
교정기 개발

8 EM

㈜삼일산
업 자동액류염색기 8 EM

㈜삼일산
업

섬유 히터 세팅 
기계 8

에이테크
솔루션

초정  적층 성
형 프레스 금형 

장치
5 11 공정개선

리니어 모터의 spec 검토 및 개
선방안 도출, 순차 이송형 적층 
금형의 설계과정 및 일반적인 오
류발생에 대한 대처기법, 펜슬 코
어 금형의 공정속도 측정방법 및 
개선방안, 금형가공의 데이터 관
리 및 표준화, 공정시간 단축 및 
정 도 향상에 대한 개선 지도

NT

㈜케이.엠.
피

초소형 금형부
품의 미크론화 
가공 및 UNIT 
SYSTEM개발

5 15

제품
개선
/
품질
관리

센터리스 연삭 유닛 운동정 도 
측정장치 셋업 및 성능시험방법 
지도, 운동정 도 개선방법 지도 
및 정숙성 특성 도출방법 지도

EM/
NT

(주)두합크
린텍

고출력 가변형 
전자식 안정기

15 제품
개선

입출력 터미널 단자의 충전부 노
출, 내전원 충격파시험 불합요인 
해소 등 구조적 결함 개선 및 저
출력, 저역률, 전류고조파함유율 
기준초과, 실용성 가속평가시험 
부적합, EMI 부적합 등 성능결함 
요인 개선

㈜다래월
드

식기세척기 전
용 항균세제 개

발
15 품질관리

제품의 성능향상과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평가기법 개발 
및 제품평가 수행

계

257
일

782
일

42
일

47
업체

66
업체

4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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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

1. 사업의 개요
 가. 의의

  동 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및 제조․건설관련 공공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한 품질경쟁력 평가지표에 의거 업체가 스스로 자체평가

한 내용을 산․학․연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서류심사후 현장확인

을 통하여 그 성과가 탁월한 우수기업을 인증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증서와 

패를 수여하고 국내․외에 널리 공표함으로써 홍보지원과 함께 공공기관의 우

선구매 등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임.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신청업체는 품질경쟁력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자체품질

경쟁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재 신청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음.

 나. 목적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시행은 인터넷 상에 공개된 평가지표에 의

하여 품질경 체제의 자가진단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체평가 결과의 심사를 

통해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경쟁력 향

상에 기여하며, 또한 우수사례를 모델화하여 후발 기업체에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기업의 특성에 맞는 품질경쟁력혁신체제 확산을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의 저변 확대를 촉진코자 함.

 다. 그간의 추진경과

  ㅇ품질경 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기업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94년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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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96년 : 품질경  100선 선정

    - ‘97년 : 100개 기업 선정(대기업 50개, 중소기업 50개)

    - ‘98년 : 중소기업 50개 선정

    - ‘99년 : 56개 기업 선정(대기업 24개, 중소기업 31개, 공기업 1개)

    - ‘00년 : 50개 기업 선정(대기업 21개, 중소기업 28개, 공기업 1개)

    - ‘01년 : 49개 기업 선정(대기업 18개, 중소기업 29개, 공기업 1개)

    - ‘02년 : 45개 기업 선정(대기업 14개, 중소기업 29개, 공기업 2개)

    - ‘03년 : 46개 기업 선정(대기업 15개, 중소기업 28개, 공기업 3개)

    - ‘04년 : 44개 기업 선정(대기업 18개, 중소기업 23개, 공기업 3개)

  ㅇ‘00년부터 기업 스스로 경쟁력 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품

질경쟁력 평가시스템 S/W를 무료로 보급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규모별 선정 및 인증현황〉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대 기 업 160  50 - 24 21 18 14 15 18

공 기 업  12  50 -  1  1  2  2  3  3

중소기업 268   - 50 31 28 29 29 28 23

합  계 440 100 50 56 50 49 45 46 44

2. 추진실적(2004년)
 가. 2004년도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인증요령 공고(기술표준원 공고 2004-28호)

   1) 기본방침

    o 우리 여건에 맞는 품질경쟁력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평가기준을 

객관화하여 우수기업을 선정

    o 산․학․연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품질경 전문위원회 및 품질경쟁력

연구회 회원을 주축으로 평가단 구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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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선정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

    o 품질경쟁력 우수사례를 공개하여 후발업체에 벤치마킹 기회 제공

   2) 선정대상 산업분야 및 업종

    o 제 조 업 : 전기,전자,기계,금속,화학,섬유,자동차(운수장비 포함), 기타

(일용품, 식료품,요업,의료품,건자재 등)

    o 건 설 업 : 토목, 건축

    o 공공 서비스업 : 제조, 건설관련 업종 등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 자격

    o 품질경 체제와 기술력을 갖추고 품질혁신,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경 , 

수출 및 내수판매 신장 등 현저한 성과를 거둔 선정대상 기업(제조업, 

건설업, 공공서비스업)

   나) 신청방법

    o 접 수 처 : 한국표준협회 품질연구개발팀

                (우)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0층

                 전화 : 02)6009-46234    팩스 : 02)6009-4619

                 E-mail : yych@ksa.or.kr(담당 유 철과장)

    o 접수기한 : 2004. 4. 30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단,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

분까지 한함)

   다) 신청구비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기술력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자체평가결과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 1부

   라) 신청시 유의사항

    o 서류심사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함

    o 신청업체는 신청서와 함께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한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

(QCAS) S/W”를 한국표준협회(http://www.ksa.or.kr) 인터넷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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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4월 30일(금)까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

   마)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 자료입력 및 출력물 제출방법

    ㅇ자료입력 : 경로【평가 및 자료입력】

    ㅇ서류심사시에는 목표대비결과와 평가결과그래프(Radar chart) 각 1부만 

제출

     - 평가결과그래프(Radar chart) : 경로【결과 - 평가결과리포트 Radar 

chart (대항목, 중항목)】

    ㅇ현지심사시에 품질경쟁력시스템에 의한 자체평가 전체 결과물을 심사위

원에게 제출요망 : 경로【보고서 - 평가결과 출력】

   4) 선정방법 및 기준(인증심사기준 붙임)

   가) 서류심사

    o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CAS) S/W”에 의한 평가결과와 자산규모, 매

출액, 수출액, 선도적․독창적인 기술보유 여부 등을 분야별 전문위원의 

심의를 통해 심사함

    o 최근 2년(‘02’03) 선정된 인증업체는 서류심사 면제

      ※ 신청업체에서는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한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CAS)“ S/W

를 활용하여 해당 산업별분야를 자체평가한 후, 그 결과를 출력하여 제출

산 업 별 평    가    분    야

공 통분 야

○ 전략 및 관리시스템

○ 정보분석관리

○ CS(고객만족)

○ 기업문화/인재육성

○ 품질시스템

○ 경 실적

제  조  업

○ TPM

○ 제품개발 및 기술력

○ 소집단개선활동

○ 신뢰성

○ 물류

○ PL(제조물책임)

○ SQC/SPC

건  설  업 ○ 제안활동 ○ 건설시공 및 환경

공공서비스업  ○ 신청 업종 특성별로 제조업 및 건설업 평가분야 관련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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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M :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종합설비보전)

          SQC : Statistic Quality Control (통계적 품질관리)

          SPC : Statistic Process Control (통계적 공정관리)

          PL  : 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CS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나) 현지심사

    o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하여 실시 (‘02∼’03년도 선정된 입증업체 포함)

    o 심사위원

     - 품질경 전문위원 및 품질경쟁력연구회원 등으로 구성 운

     - 1일심사(24인/업체당)

    o 심사내용

     - “품질경쟁력 평가시스템(QCAS)” S/W에 의한 평가분야별 자체평가한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중심으로 심사

     - 각 기업체는 평가항목별 실시여부 등을 증명하여야 함

    o 채 점

     - 5등급(A, B, C, D, E)의 평가문항에 의하여 심사항목별 수준평가

     - 평가등급별 차등배점에 의하여 채점

    o 배 점

     - 산업별 가중치 부여로 각각 총점 1,000점 만점으로 조정

     - 산업별 가중치 부여는 우수기업선정위원회에서 별도 결정

    다) 대상업체 인증

    o 현지심사결과 평점을 종합하여 우수기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후 인증함.

     - 인증 또는 미인증된 결과를 당해 업체에 별도로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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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증 절차
 

관련기관 협조요청 및

선정요령 공고

----- 3.25(목)∼3.29(월)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
   공단, 선정업체 등에 참가협조
   요청 및 신문광고

ꀻ

신청서 및 자체평가결과 접수 ----- 4.30(금) (표준협회)

ꀻ

서류심사 및 자체평가결과 취합 ----- 4.30(금)∼5.4(화) (표준협회)

ꀻ

현지심사위원 Work shop 개최 ----- 5. 1(토) (기술표준원, 표준협회)

ꀻ

현지심사 일정 및 배정 심사위원 
업체 통보

----- 5.4(화)∼5.10(월) 
     (기술표준원, 표준협회)

ꀻ

           현지심사 실시

(심사기준, 착안사항, 유인물,
QCAS 평가결과 검증)

----- 5.17(월)∼5.29(토) (평가위원)

ꀻ

심사자료 취합 및 정리 ----- 6.21(월)∼6.23(수) (표준협회)

ꀻ

우수기업선정위원회(선정) 심의 ----- 6.28(월) (기술표준원)

ꀻ
 종합광고계획서 작성 및      
업체통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수여식

    - 증서 및 기념패 수여      

    - 심포지엄 및 우수사례 발표

----- 7월 첫째 주 수요일
     (기술표준원, 표준협회)
    종합광고 및 기업체 홍보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가) 홍보 및 판로지원

    o 신문지상에 종합광고(신청기업에 한함) 및 한국표준협회 월간지 홍보

    o 인증된 업체의 국문․ 문 홍보책자를 제작, 이를 KOTRA 해외무역관, 

관련단체 및 업계에 배포하여 홍보

    o 인증업체 중 산업별, 평가분야별로 우수사례집을 별도 발간하여 관련단

체․업계에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보급

   나)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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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시 우대

    o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시 우대

    o 공산품 사후봉사(A/S) 우수기업 인증시 우대 등

【별지 제1호 서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인증 신청서

① 회 사 명 ② 대표자명
한  : 

한자 : 

③ 기업규모 대 기 업(  ),  중소기업(  ) ④ 업    종

⑤ 선정시 합동광고 희망여부
희  망 (  ),  희망하지 않음 (  )

단, 희망시 비용부담

⑥ 주소 및

 담당부서

(우편번호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QM담당부서명 :                부서장 직․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E-mail :                                                        )

⑦ 공장현황

공장명 소재지 자본금(억원) 종업원수 주생산품목(규격)

⑧ 제조 및

 판매현황

년도별 매출액(억원) 수출실적(억원)
시장점유율(%)

국 내 세 계

‘01

‘02

‘03

⑨ 각종 

품질

인증획득현황

인증획득마크 인증일자 인증획득마크 인증일자

2004년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인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4 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 표자명  :                  

(인)

산업자원부
기 술 표 준 원 장

한국표준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1. 기술력 설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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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기 술 력 설 명 서

회사명

담당자 부서명 성  명
전화번호

FAX번호

  1. 기술력 지표

    ㅇ 최근 3년간 신제품 개발건수(년도별)

    ㅇ 최근 3년간 특허획득(보유)건수(년도별)

    ㅇ 최근 3년간 연구개발투자비율(년도별, 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

    ㅇ 기술자격증 보유율(기능사 2급이상, 보유수/총종업원수)

  2. 품질경쟁력 확보현황

   (주) 1. 생산품목중 동업종 생산기술에 비교하여 우수한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ㅇ 외국 및 국내 선진기술과의 비교

         ㅇ 기술 및 품질인증 내용

         ㅇ 기술의 신규 독창성

         ㅇ 기술의 실용성

         ㅇ 기술 및 제품의 수명등 우수성을 기재할 것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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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제조설비보전 강화

1. 사업의 개요

 가. 설비보전의 개념

  설비보전이란 설비의 전 생애를 통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비비

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개하는 활동이며,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설비의 상태를 정 ․정확하게 진단하여 기술적인 근거에 의해 보수

와 부품의교체시기를 결정하는 등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말한다.

 나. 설비보전의 범위

  선진국에서는 설비보전분야를 제조업, 군수산업, 전력산업, 항공산업, 호텔

업, 빌딩 및 구조물 관리 등에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업

의 생산활동을 위한 제조설비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인 발전․통신․방송설비, 사회간접자본의 근

간을 이루는 구조물 설비와 건설 및 군사설비, 기타 테마파크의 놀이설비 등 

유형의 고정자산인 여타 설비로 까지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다. 설비보전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생산체제가 인력중심에서 자동화 생산설비 중

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기계와 전기․전자기능이 복합된 메카트

로닉스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설비가 고 기능화․첨단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설비보전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설비보전 수준은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선

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국내 전체 설비구입액 중 설비의 마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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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劣化)에 따른 설비구입 비율이 34.6%에 이르고 있으며 설비보전활동을 

사전계획에 따라 예방보전을 하면 장애 발생 후 수리하는 것보다 약 3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 설비보전비 비용(매출액의 약 21%)은 일본(매출액의 약 12%)

에 2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설비의 사용 년수도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는 30년 정도이나, 우리는 10∼15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일 기계류 무역적

자의(43억달러) 큰 요인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설비보전관리로 설비의 수명주

기를 늘림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빈도와 수입부담을 줄여 대일 무역적자의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비가동의 경제성 추구 및 설비종합효율의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최적화한 설비보전 방안의 수립․시행으로 생산설비의 수명연장은 물

론 기업의 설비보전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가와 생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킴

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설비보전 현황
 가. 선진국의 현황

  미국의 경우 1960년 이후 부품단위의 보전정보 및 보전기술의 표준화가 확산되

고 있고, 표준화된 보전정보 및 기술방식을 기초로 한 CMMS 및 설비 예비품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이며 1997년부터는 CALS/EC(Commerce at 

사후보
전

예방보
전

생산보
전

종합설비보전
(TPM)

종합전산설비관리
(CMMS)

설비자산관리
(EAM)

한국수준(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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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Speed/Electronic Commerce)의 핵심 구현 시스템인 IETM(Interactive 

Engineering Trainning Manual)내에 IMSS(Intergrated Maintenance Support 

System)기능을 개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 진동․마모․마찰․온도․설비부식 등 설비상태 진단기술 

및 모니터링, 컴퓨터응용시스템에 의한 예지보전기술이 발달하 으며, CMMS, 

CMS 등 설비보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81년 (사)일본플랜트매인터넌스협회(JIPM) 설립 이후 설비

효율관리(TPM)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며, 센서를 통한 설비의 열화를 측정 진

단하는 예지보전기술이 발달과 함께 CMMS, CMS 등 설비보전활동이 활발히 

추진됨과 동시에 IMSS기능을 갗춘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나. 국내 설비보전현황

  우리나라 설비보전 활동은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단순 주유, 

청소, 나사의 조임 정도를 설비보전활동으로 인식, 설비보전을 설비고장시 사

후보전(43%)하는 것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설비의 유지․보

수보다는 새로운 고가․고기능위주로 신규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설비보전비용

은 제조원가 대비 3∼5% 수준이다.

  설비보전인력도 전체인력의 1∼3% 수준이고 단순한 설비의 수리공 정도로

만 인식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교육

의 미실시 등 기업에서 이 분야의 교육투자가 거의 없어 또한, TPM 활동을 

중심으로 한 관리기술 중심으로 구성 운 되고 있다.

조사 → 계획 → 설계 → 제작 → 설치 → 운전 → 보전 → 폐기

      Project Engineering

            건설단계

Maintenance Engineering

보전단계

설비보전의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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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보전관리 추진현황
 가. 설비보전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내 설비보전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설비보전산업 육성

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 일부 대기

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전문인력의 부족 및 과학적 설비보전에 대한 인

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설비보전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기업내 주요설비의 부품명칭이 다르고 설비

관련 용어들의 표준화거 되어있지 않아 거래상 혼란은 물론 특히 선진국들에

서 정착되고 있는 설비보전관리 관련 부품들에 대한 전자상거래제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설비보전 종사자들의 설비보전기술 및 진단기술 부족으로 설비의 효율적 관

리가 미흡함에도 최고경 층의 설비보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설비보전 종사

자에 대한 교육투자가 적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며, 특

히 설비관련 용어의 표준화 및 통일화등 설비보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설비보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비보전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위해 설

비보전정책협의회를 대한설비보전학회의 함효준 회장(아주대 교수)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 하고 있으며, 위원들간의 친목 도모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의 예

산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설비보전 전문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항은 설비보전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로 나타난 국내 설비보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비

보전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 , 기업에 대한 직접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설비보전 지도․진단사업 등에 대한 세부추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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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비보전 관리관련 용어표준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비관리관련 용어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설비보전 전문가 육성과 기술습득에 편의성

을 제고하고자 용어의 표준화 및 정의사업을 추진하 으며 최종적으로는 설비

보전관련 용어사전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수행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각 산업분야별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의 표준화

   2) 선정된 용어들이 갖고있는 정확한 의미 정의

   3) 사용되는 용어들과 표준화된 용어에 대한 비교

   4) 최종적으로는 표준화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수록된 용어사전을 발간하

여 무료로 관련기관과 산업체에 보급함으로서 설비보전 관리사업을 전

체 산업체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기대효과로 설비보전용어 사전의 학술적 역에서의 기여도는 설비보전분

야를 교육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인력들에게 충실하고도 체계적인 자료를 제

공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서 설비보전 분야의 표준설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며,

  기술적인 지식의 전수에 있어서도 정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설비보전 분야의 

운 에 대한 방향정립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표준화된 용어로 교육기관에

서 학습한 내용을 산업현장에 별도의 재 교육과정 없이 활용할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가 있다.

 

  또한 온라인교육과 설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용어의 표준화 

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 및 교육과정, 훈련기준, 관련자격증 출제기준 등에 관련 된 

분야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 훈련기준 개발의 기초자료, 출제기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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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함과 동시에 교육․훈련․자격의 일관성 있는 연계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각급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내용 선정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현장의 변화에 즉시 대처 할수 있는 자료

로 사용할 수 있고, 산업체에서는 표준화된 작업 및 공정관리에 활용하여 생

산성을 향상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4. 향후계획
 가. 설비보전자재의 분류체계 및 명칭 표준화 추진

  설비보전 기자재에 대한 부품․명칭 표준화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

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구매 제도의 전자 상거래화에 필수적인 호환

성 제고가 요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분야별(기계, 전기, 석유화학 등)로 표준

화하여 필요로 하는 산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필요로 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부

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여 D/B를 구축하고 

이를 표준화된 software로 기업에 보급할 계획이다.

<분류체계의 예>

D 중공업 한국전자상거래(주) A 타이어 LG MRO(주) MRO KOREA

가스기기 공기구(Tool) 시험장비류 건설/설비보수 기계

고무/수지류 기계요소 기계부품류 동력기기 건자재

내화물류 사무자재 - 사무자동화 시약/화학기기   

 

 나. 설비보전관리 관련 전문기술인력양성

  설비보전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등의 설비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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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교육․훈련 및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 자를 대상으로 설비보

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비보전부서가 이익을 창출하는 부서로써 인식을 제

고하게끔 경 자에 대한 교육을 병행실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현 교육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

분야의 교육을 확대․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석유화학 등 

설비보전관리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업종의 20년이상의 경력을 보유

한 설비보전담당자를 미국, 일본 등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비보전 종사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도입된 기능사에 이어 산업기사제도가 신설되도록 노력하는등 보다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는 설비보전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ISO 18436(기계의 상

태보전 등)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전문인력을 배양할 계

획있다.

 다. 설비보전 지도․진단사업 실시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설비보전에 대한 의식부족 및 설비보전기술 낙후로 산

업체에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설비보전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설비보

전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비보전 전문업체와 국내설비보전관리 우수업체를 설비보전 기술지

도․진단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 업체의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설비진단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설비보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근거 마련
 

  설비보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과 설비보전에 관한 정보화 

및 표준화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등에 설비보전사업자의 

지원 등 설비보전산업진흥, 설비보전산업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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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설비보전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 으나 동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부 규정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근거를 명시토록 개

정(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

 마. 저렴한 설비보전 software 보급 추진

  선진국에 비해 IT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나, 설비보전에 관한 

Software에 대한 기술개발이 없어 외국기업이 개발한 S/W를 수입 사용함으

로써 외화낭비 및 기술개발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개발 S/W도 개발 업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중소기

업 등은 사용 및 구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모든 업체

가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의 S/W개발․보급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설비보전 S/W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보급형 S/W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제12절 국가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국가표준 생산 ․ 관리의 정보화
  국가표준정보에 대한 정보화는 2001년부터 추진한『국가표준기술종합정보시

스템 구축사업』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국내․외 표준

정보 인프라의 체계적 축적․보급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및 기업의 국제경쟁

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표준 업무처리 Paperless화를 통한 국가표준정보의 DB

화, ISO/IEC 등 주요 국제표준화기구 및 WTO 기술보고서 등 국제표준정보

의 DB화,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를 통한 표준정

보의 실시간 제공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2002년 말 한국산업규격(KS) 제․개정 신청에서 최종고시까지 규격이 만들

어지는 전 과정의 전산화 완성으로 현재 국가표준 관련 자료는 업무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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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동으로 생산되어 DB에 축적되고 있으며, 동 정보는 e-국가표준종합정

보센터를 통하여 산업체 및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

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KS업무처리시스템 구축 : 한국산업규격(KS) 제․개정 신청에서 최종고시
까지 모든 업무처리과정을 전산화

 나.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http://www.standard.go.kr) 구축 : 최신 
국내․외 표준정보 및 WTO 기술보고서 실시간 서비스 등

 다. KS규격원문 무료열람서비스 : 2003. 6월부터 KS규격원문 열람 제공
(2004. 12월말 현재 781,000여 건 열람)

 라. ISO/IEC 국제표준 국내 미러링 시스템 구축 : 국제규격 초록정보의 국내 
실시간 제공 및 한국표준협회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규격원문 공급

 마. 인터넷 산업표준심의회의 및 ISO/IEC 국제표준안 국내 투표시스템 운영 등

  KS규격은 2004. 12월말 현재 19,870종의 유효한 규격이 있는데, 이중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모두 3천여 종의 KS규격이 신규로 작성(제정: 1,986종, 개

정: 1,033종)되었다. 이러한 KS규격 제․개정의 전 과정은 KS업무처리시스템

에서 처리되어 규격 고시와 동시에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

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시된 국가표준의 발간․보급에는 최소한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는 학술용역으로 의뢰한 KS규격 초안 

단계부터 규격서의 구조가 KS A 0001 ‘규격서의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아, 규격서를 작성․편집하고 표준용어 통일 및 최종 교정을 거쳐 발간

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는 KS A 0001 ‘규격서의 서식’에 적

합한 형태의 KS규격서 작성이 가능한 규격문서 제작 프로그램 『KSDT : 

KS Draft Template』(이하 KSDT)을 2004년도에 개발하 으며,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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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를 통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KSDT는 ‘MS-Word’ 

및 ‘한 2005’ 버전으로 각각 개발되었는데, 이것으로 작성된 KS규격 초안은 

최종고시 후 XML DB로 변환되어 본문 검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

다. KSDT의 보급은 현재보다 규격 편집 및 배포 등 규격 본문에 대한 활용도

를 월등히 높여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보화 추진현황
  가. KS업무처리시스템

  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 제․개정 신청에서 최종고시까지 모든 업

무처리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웹 

기반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KS업무처리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적용․운 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국가표준 업무처리 

Paperless화를 통한 국가표준정보 DB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KS업무처리시스템은 원내의 모든 업무처리과정이 DB로 저장 및 관리되어 

홈페이지를 통한 처리단계별 정보 제공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KS규격의 제․개정 이력은 물론, 예고

고시 및 고시 현황, 국제표준부합화 현황, 규격서 및 인증심사기준 열람 등 다

양한 KS규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 다.

  또한, 2004. 12월에는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및 다양한 국가표준 관련 통계정

보 열람과 같은 기능보완과 더불어, SMS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전문위원에

게 부회․전문위원회 개최 알림을 제공하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도입, 회의

참석 통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편이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

할 수 있었다.

  KS제․개정업무의 전산화를 완료한 결과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률이 향상되

었으며,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를 통하여 각종 KS규격정보 및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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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은 KS업무처리시스템의 기능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산업기술․표준정보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공동활용체제

를 확산하기 위한 국가산업기술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의 일환으로 ISO/IEC 

11179 기반의 표준 메타데이터에 의거하여 KS DB를 재구성, 식별체계 기반

의 표준정보 제공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국가표준이 산업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등 

국가경쟁력의 핵심인프라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및 산업체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가표준정보 제공 및 보

급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정부기관 및 선진국 등에서 표

준문서체계로 널리 쓰이는 XML 기반의 규격정보 DB를 구축하여 표준문서 

데이터 연계 및 유통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술표준원은 KS규격의 신속한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표준 및 국

제표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2004년도에 e-국가표준종합정보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운 하고 있다.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는 기존의 국가표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KS제․

개정 예고고시 및 최종고시현황, KS규격원문 무료열람서비스 등 국가표준정

보 및 ISO/IEC 규격정보, 국제표준화 활동현황, WTO/TBT 통보문 등 각종 

[그림7-12-1] KS업무처리시스템 Work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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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기술정보 컨텐츠를 포함하여 확대 구축되었다. 

  본 홈페이지는 KS규격 본문 검색 및 제․개정 이력 관리 및 변경 내용 열

람, 산업체 및 일반 사용자 대상의 회원관리를 통한 맞춤정보 제공, KS규격 

제․개정 및 관련 정보의 웹진․메일링 서비스, 사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한 커뮤니티 등 KS규격에 대한 관심과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각종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뿐만 아니라 KS규격원문을 XML 기반으로 제작

하여 XML DB로 구축, 운용하도록 하여 KS규격별 목차, 제․개정 내역, 신․

구 문서의 장별 또는 문단별 비교 등 다양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표

준화 관련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따라서 2005년에는  KS규격 사용실태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타 정부부처 

기술기준 등에 인용된 KS규격의 현황을 DB로 관리하는 한편, e-국가표준종

합정보센터를 통하여 관련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정부부처의 규격통일화 작업

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을 통하여 고객의 열람정보 및 다양한 요구사

항,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고품질의 국가표준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처로서 국

가표준정보 포털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7-12-2]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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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S규격원문 무료열람서비스

   1) 개요

  KS규격서는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http://www.kssn.net)를 통하여 유상으

로 보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KS규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산업체나 관련기관, 규격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최근 고시된 

규격서의 내용을 필요로 할 경우 기술표준원에 방문하여 도서관에 비치된 원

문을 직접 열람하거나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하여 규격서를 구입하여야 하는 불

편이 있었다. 또한, 규격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특정 부문

의 규격집 전체를 일괄적으로 구입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격을 입수하는 등 

폐단도 적지 않았다. 이는 KS규격의 원활한 보급을 저해함은 물론, 대국민 서

비스의 제공에도 지장을 초래하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

여 기술표준원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KS규격원문을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 으며, 이에 따라 2003. 6. 2부터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KS규격원문 무료열람서비스를 개시하 다.

   2) 추진경과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 중요문서인 KS규격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규격

원문을 인쇄 및 파일복사가 불가능하도록 Watermark 처리된 PDF 문서로 변

환하여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

문하여 KS규격을 검색하기만 하면 누구나 KS규격원문 무료열람서비스 이용

이 가능하며, KS업무처리시스템 DB와 ISO/IEC 미러링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

여 KS규격 및 인증심사기준 관련정보, KS규격의 국제규격부합화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KS규격원문 무료열람서비스 개시 후 2004. 12. 31 현재까지의 총 열람 회수

는 781,291건에 달하여, 산업계 전반 및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격열람 회수를 부문별로 집계한 결과 KS규격 16개 부문 중 기본

부문, 토건부문, 금속부문, 기계부문, 화학부문, 전기부문 순으로 규격 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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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회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상위 6개 부문의 열람 실적은 전체 열람 

건수의 약 84%에 달한다. KS규격별 집계에서는 토건분야의 레디 믹스트 콘

크리트(KS F 4009) 규격이 총 5,836회의 열람 실적을 기록하 으며,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KS B 0802),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등 건자재 및 

재료분야의 규격이 높은 열람 회수를 보 다.

[그림7-12-3] KS규격 무료열람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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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2-4] 규격서 열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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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 전망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KS규격원문 무료열람서비스는 산업계 전반에 상

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규격서 원문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

으로 KS규격 내용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에서 활용되는 규격에 대한 정보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산업계의 관심 및 활

용도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최신 KS규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표준의 보급 촉진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가표준에 대한 산업체 및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KS규격원문 무료열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

다. 지금까지는 규격 내용 열람 및 해당 규격의 상세정보 조회만이 가능하

으나, 2005년에는 KS규격을 인터넷문서 표현 형식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으로 변경하여 규격의 내용뿐만 아니라 규격의 인용정보 및 

관련규격 검색, 최신 국내․외 표준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국가표

준종합정보센터를 통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KS규격에 표준정보식별자를 

부여하여 엠파스나 네이버 등 인터넷 사용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검색포탈

사이트에서도 KS규격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 ISO/IEC 국제표준 국내 미러링 시스템

  국제표준의 근간이 되는 ISO/IEC 규격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빠르게 변

화하는 국제표준환경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종전에

는 ISO/IEC에서 새로운 국제표준규격이 발간될 경우 산업체 및 관련기관에서 

한국표준협회를 통하여 규격원문을 신청하면 규격서를 책자 형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규격을 입수하 는데, 이에 따라 규격서를 직접 받아보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규격서 원문을 디지털 파일 형태가 아닌 책자 형태로 

제공받게 되어 활용 측면에도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ISO/IEC 국제규격 정보를 국내에 실시간으로 공

급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1. 11월부터 ISO/IEC 전자규격 미러링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ISO 및 IEC에서 운 하는 DB 데이터

와 PDF 형태의 규격서 원문을 일정 주기로 공급받아 서버에 유지함으로써 정

보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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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술표준원은 2004년부터 ISO/IEC 전자규격 미러링 시스템을 한국표

준협회 온라인 규격판매 서비스와 연계하여 최신 ISO/IEC 전자규격을 PDF 

형태로 국내에 실시간 공급하고 있다. 기존에 책자 형태로 판매되던 ISO/IEC 

규격서는 신청 후 실제로 받아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ISO/IEC 전자규격은 항상 최신의 규격정보를 유지하며 

파일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하여 구입과 동시에 활용 가능하므로 산업체 및 

관련기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마. 인터넷 산업표준심의회의 및 ISO/IEC 국제표준안 국내 투표시스템

  기술표준원의 주요 업무인 KS 제․개정 과정에서 규격을 최종 고시하기 위

해서는 산업표준심의회의 각 부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규격을 확

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산업표준심의회의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져 시간

과 장소의 제약이 존재하 는데,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회의정보의 공유 

및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산업표준심의회의 시스템은 KS업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 되며, 

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규격안 등 부회․전문위원회 회의자료 배포 및 위원별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이를 통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지속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부회․전문

위원회 위원의 활동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ISO/IEC 국제표준문서 

투표활동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위한 ISO/IEC 국제표준안 국내 투표시스템

도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ISO/IEC TC별 투표문서를 국내 전문위원에게 온

라인으로 배포하여 투표결과를 취합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ISO/IEC TC별 투표문서에 대한 각국의 투표결과를 DB로 구축하

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신 국제표준화 동향을 신속히 알리는 한편, 위원 활

동내역을 국제표준화활동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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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시스템분야

1. 시스템 인증제도 개관
 가. 시스템 인증제도란

  기업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시험, 검사를 통하

여 기업이 생산한 제품자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과 제품개발, 생산, 판

매,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제반 경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시스템 인증제도는 후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기업의 경 체제가 

관련 시스템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즉, 대부분의 ISO 표준이 특정한 제품, 원료 또는 공정에 대한 규정인데 반

하여, ISO 9000/14000 등 시스템표준은 경 체제에 관한 규정이며 기업의 규

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나. 시스템 인증제도의 발전 경과 

   1) ISO 9000 인증제도

  ‘59년 미국이 NATO 공급용 군사장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MIL-9858 이라

는 품질시스템 표준을 최초로 제정한 이후 동 규격은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인식증대와 더불어 미국의 ANSI Z1.15, 일본의 TQC, 국의 BS-7750(ISO 

9000의 모체)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 국 BSI가 품질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을 제안함에 따

라 ISO/TC 176이 설립되었고, ‘87년 ISO 9000 국제규격이 제정됨에 따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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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ISO 9000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 다.

   2) ISO 14000 인증제도

  ‘91년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엔환경

개발위원회(UNCED)에서 ISO/IEC에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을 요청

하 다. 이에 따라 ISO/IEC는 1993년 환경전략자문그룹(SAGE)을 설치하고, 동 

그룹의 건의에 따라 ISO/TC 207을 설립하 다. 이후 1996년 ISO 14001 국제규

격이 제정됨에 따라 각국에서 ISO 14000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 다.

   3) ISO/TS 16949 인증제도

  ‘94년8월 미국의 자동차 Big3(GM, 포드, 크라이슬러 당시 3사)가 공동으로 

품질보증 경 시스템(ISO 9001:1998)에 특별요구조건을 추가하여 자동차부품 

인증제도(QS-9000)를 실시하 다. 자동차는 20,000여 부품의 결합체로서 현대

생활에 가장 필요한 문명의 이기로서 품질의 중요성은 안전과 직결된다. 그 

후 '99년3월 ISO(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자동차협회(IATF: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가 자동차 부품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유럽과 미국이 통합한 

로벌규격인 1SO/TS 16949를 제정하고 ’99년 10월부터 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 다.

 다. 시스템 인증제도의 국제적 동향

  각국의 ISO 9000/14000 등 시스템인증제도 도입은 증가되고 있으나 증가율

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ISO는 직접적으로 시스템인증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매년 6월까지 ISO 회원국에 전년도 인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은 ‘04.9월에 ISO에서 발표한 

ISO9000/14000 인증실적 조사결과에 근거하며 ’04년 결과는 ‘05년 하반기에 

예상된다.

  ISO 9000의 경우, ‘93년 48개국 27,816개의 인증획득업체가 ’97년에는 126개

국 223,299업체 인증, 2001년말에는 161개국 510,616개 업체로 비약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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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던 것이 2002년말에는 159개국 561,747, 2003년 말에는 149개국 567,985 

업체로 인증성장률이 둔화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국의 대부분의 기업

들이 이미 인증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2000.12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ISO 

9000패 리 규격이 새로 발간되고, ISO측의 전환 지침에 따라 1994년 규격과 

병행해서 2003.12. 까지 사용하도록 한 결과이다.

<세계적 ISO9000 인증 총건수 추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증건수

(9001:2000)

223,299 271,847 343,643 408,631 510,616 561,747 567,985

- - - - (44,388) (167,210) (500,125)

성장률(%) 22 26 19 25 10 1

  국가별 ISO 9000 인증순위의 변화는 중국이 2003년도 총 인증건수 96,175건

으로 세계 1위이며, 인증증가 건수에서도 ‘02년 대비 20,420건(+27%) 증가로 1

위를 차지하 다.  ISO 9000 인증 개시이래 계속 1위 던 ‘02년부터 국은 3

위로 하락하 으며, 02년 대비, 15,495건(-25%) 감소하 다.  우리나라도 ‘02년 

대비, 9위에서 10위로 하락, 1,674건(-12%) 감소를 보 다.

< ISO 9000 총 인증건수 상위 10개국 >

                                                  (기준: ’03년말)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중국 이태리 국 일본 스페인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한국

96,175 64,120 45,465 38,751 31,836 30,294 23,598 19,975 15,073 12,846  

 

  ISO 14000의 경우, 도입초기인 ‘96년 말 45개국 1,491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

은 이후 ‘97년말에는 55개국 5,017개로 증가되었고, 2001년에는 112개국 36,765

개, 2002년 말에는 118개국 49,462개에 달하고 있으며 2003년 말에는 11개국 

66,070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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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2003년도 총 인증건수 13,416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 으며, 인증 

증가건수에서도 ‘02년 대비 2,796건 증가(26%)로 1위에 해당하 다.  우리나라

는 ‘02년 대비, 12위에서 10위로 상승, 430건(40%) 증가하 으며, ‘02년 2위

던 국은 ’03년에도 2위, 2,543건(87%) 증가하 고, ‘02년 5위 던 중국은 

2,261건(81%) 증가하여 ’03년 3위를 차지하 다.

<세계적 ISO 14000 인증건수 추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증건수 4,433 7,887 14,106 22,897 36,765 49,449 66,070

성장률(%) 77 79 62 61 35 34

< ISO 14000 총 인증건수 상위 10개국 >

                                                  (기준: ’03년 말)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일본 국 중국 스페인 독일 미국 스웨덴 이태리 프랑스 한국

13,416 5,460 5,064 4,860 4,144 3,553 3,404 3,006 2,344 1,495  

  또한 ISO/TS 16949의 인증은 각국에 인정기구를 두지않고 IATF에서 직접 

인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2004.4 현재 세계적으로 51개  인증기관을 지

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

타(KFQ)가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의 시스템인증제도 실시현황

   1) 도입경과

    가) ISO 9000 인증제도

    ㅇ ‘92년  KS A 9000 시리즈 제정

    ㅇ ‘93년 공산품품질관리법을 품질경 촉진법으로 전환하고 국내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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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인증제도 시행 (공업진흥청이 한국품질인증센터를 최초 

인증기관으로 지정)

    ㅇ ‘97년 품질경 촉진법을 개정하여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를 인정기구

로 하는 민간주도 인증제도로 전환

               ․ 2001.11.5 법인명칭을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에서 한국인정원

으로 개칭  

    ㅇ ‘01년  ISO 9000:2000판 패 리규격에 대한 2001.3 KS규격 제정에 따

라 1994년 규격과 같이 2003.12.15까지 병행하여 인증, 이후는 

2000규격에 대해서만 인증

   나) ISO 14000 인증제도

   ㅇ ‘9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ISO 14000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를 인정기구로 지정

     · 2차에 걸친 시범인증사업 실시

    ㅇ ‘96년 KS A 14001 규격 제정 및 본격적인 인증제도 시행

   다) TL 9000 인증제도

    ㅇ ‘96년 Bell Atlanic, Bell South, Pacific Bell 및 Southwestern Bell(SBC)의 

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산업에 서비스제공자의 장래 요구사항이 

포함된 품질경 시스템 요구사항을 개발키로 함.

    ㅇ ‘97년 정보통신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계 품질경

시스템 표준을 제정을 위해 서비스제공자와 공급업체간의 상

호협조적인 벤처를 구성

    ㅇ ‘98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서비스의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

반(WG)을 구성하여 향후 TL 9000 핸드북이 될 품질요구사항 

초안작업을 1998년 1월에 시작하 음. 품질요구사항은 ISO 9001

을 근간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구사

항을 포함함. 이후 TL 9000 품질경 시스템 요구사항은 개정된 

ISO 9001:2000 규격에 따라 개정사항과 함께 추가 요구사항을 

개정함.

    ㅇ ‘01년 시범인증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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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1 : TL 9000 시범인증기관 인정기준 공고

       ￭2001. 1. 30 : 미국 QuEST Forum으로부터 시범인증제도 실시 승인

       ￭2001. 3. 1∼4. 30 : 3개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범인증제도 실시

   ㅇ ‘01년 정식 인증제도 개시

       ￭2001. 6. 14 : TL 9000 인증기관 인정기준 제정 및 공고

       ￭2001. 11. 16∼12. 7 : 미국 QuEST Forum으로부터 시범인증제도 실

시결과에 대한 평가 수검

       ￭2001. 12. 14 : QuEST Forum으로부터 시범인증제도 실시결과에 대

한 평가결과 합격 통보받음

       ￭2002. 1. 12 : QuEST Forum과 TL 9000 인정업무협정 체결 및 정

식 인증제도 실시 공고

       ￭2002. 1. 15 : QuEST Forum 총회에 참석하여 TL 9000 인정기관 

지정서 수여 및 정식 제도 운

 □ 인증기관 및 인증현황

    ㅇ 인증기관현황(11개 기관) - 2005년 1월 현재

NO 인증기관명 인정번호 및 범위 인정일자 비고

1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타[KFQ]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2004.6.24 KAB-TL-10

2 산업기술시험원[KTL] " 2002.12.31 KAB-TL-07

3 크레비즈큐엠[CreBiz QM] " 2001. 5. 7 KAB-TL-03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PC-QA]
" 2001. 5. 7 KAB-TL-01

5 한국품질보증원[KQA] " 2002. 7.25 KAB-TL-05

6 중소기업인증센터[SMICC] " 2002. 9.26 KAB-TL-06

7 한국능률협회경 인증원[KMAR] " 2002. 7.25 KAB-TL-04

8 국제표준인증원[ISC] " 2004. 8.30 KAB-TL-11

9 한국표준협회[KSA] " 2001. 5. 7 KAB-TL-02

10 세계표준인증원[WSCS] " 2003. 8.21 KAB-TL-08

11 케이큐엘인증원[KQL] " 2004. 2.26 KAB-T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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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증기업현황(2004년 7월 현재) : 124개 업체

   라) ISO/TS V 16949 인증제도 

    ㅇ ‘00 IATF로부터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타(KFQ)가 인증기관 지

정받아 시행

   2) 운  현황

    가) ISO 9000, 14000 인증

(2004.12월 현재)

구  분 ISO 9000 ISO 14000

근거법규
품질경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

령, 규칙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규칙 

인정기구  한국인정원  한국인정원

인증

심사원

 총 2,814명 

  - 선임심사원: 524명

  - 심사원: 642명

  - 심사원보: 1,648명

 총 648명 

  - 선임심사원: 74명

  - 심사원: 160명

  - 심사원보: 414명

인증기관  한국품질인증센터 등 35개 기관  한국품질인증센터 등 2개 기관

연수기관  한국표준협회 등 4개 기관  한국표준협회 등 2개 기관

인증획득업

체

 총 12,433업체

  - 대기업: 344

  - 중소기업: 12,089

 총 2,609업체

  - 대기업: 233

  - 중소기업: 2,376

   나) ISO/TS 16949 인증

〈 QS-9000과 ISO/TS 16949의 인증제도 비교〉 

구  분 QS-9000 ISO/TS 16949

규격 주관 미국 SQRTF ISO/TC 176과 IATF 공동

행정 조직 AIAG(미국자동차공업협회) IAOB(미국,유럽자동차공업협회)

고     객
미국자동차 Big 3

(GM, Ford, 클라이슬러)
세계유수 자동차 Maker

인증기관 승인
각국의 인정기관

(국내:한국인정원)
IATF

인증기관 현황 약 150개기관 5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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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SQRTF : Supplier Quality Requirement Task Force

     ② AIAG :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③ IAOB : International Automotive Oversight Bureau

  QS-9000 인증제도에서 ISO/TS 16949 인증제도로 전환기에 있다. QS-9000

인증제도에서는 국내 한국인정원(KAB)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을 

승인해주고 감독하지만, ISO/TS 16949에서는 각국에 인정기관을 두지 않고 

직접 국제자동차공업협회(IATF)에서 인증기관을 승인해주고 지휘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 ISO/TS 16949의 품질인증절차제도 비교〉 

구  분 규  격 인증관련기관

품질경 시스템

ㅇISO 9001을 기본으로 하는 TS 16949 기술

규격

 - 공장심사, 사후관리

ㅇ한국품질재단

제품품질검사
ㅇ완성차업체 사내규격에 의한 검사

 - 부품별 제품시험

ㅇ국제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활용

심사원 양성 ㅇISO심사원 소지자에 대한 추가교육
ㅇ플렉서스코리아

   AIAG 대행

  최고 의결기관인 국제자동차공업협의회(IATF)에 현재는 미국, 유럽 유수 자

동차메이커와 단체로는 미국자동차공업협회(AIAG), 이태리자동차공업협회

(ANFIA),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FIEV), 국자동

차공업협회(SMMT),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 등이 참가하고 있다.

〈ISO/TS 16949의 품질인증에 관한 현황〉 

구  분 인증기관 인증기업 심사원

전세계 51 3,000 1400

우리나라 1 166 60

  ※ 우리나라 인증기관 : 한국품질재단(K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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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관 현황 >

No 인증기관명 ISO 9001 ISO 14000 TL 9000 QS 9000

1 한국품질재단한국품질인증센터 [KFQ] ○ ○ ○ ○

2 산업기술시험원 [KTL] ○ ○ ○ ○

3 크레비즈큐엠 [CreBiz M] ○ ○ ○ ○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PC-QA] ○ ○ ○ ○

5  한국품질보증원 [K-QA] ○ ○ ○ ○

6 케이티아이품질인증원 [KETI-QA] ○ ○

7 화연인증원 [KOTRIC-QA] ○ ○ ○

8 한국선급 [KR] ○ ○

9 중소기업인증센터 [SMICC] ○ ○ ○ ○

10 DNV인증원 [DNV] ○ ○

11 건연인증원 [CRK-RS] ○ ○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 ○

13 엘알큐에이코리아 [LRQA] ○ ○

14 한국건설품질인증원 [KICM-QA] ○ -

15 HSB-RS 코리아 [HSB-RS] ○ ○

16 한국능률협회경 인증원 [KMAR] ○ ○ ○ ○

17 기술사인증원 [SPEC] ○ ○

18 TUV 코리아 [TUV-Korea] ○ ○

19 BVQI 국제인증 [BVQI] ○ -

20 BSI인증원 [BSI] ○ -

21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 ○

22 한국경총인증센터 [KEF-CC] ○ -

23 GCS인증원 [GCS] ○ -

24 EQA국제인증센타 [EQAICC] ○ -

25 국제기술품질인증원 [ITQA] ○ ○

26  SGS한국아이씨에스 [SGS-ICS] ○ -

27 국제표준인증원 [ISC] ○ ○ ○

28 에이큐에이코리아 [AQA] ○ ○

29 한국표준협회 [KSA] ○ ○ ○ ○

30 시스템코리아인증원 [SYSKO] ○ ○

31 세계표준인증원 [WSCS] ○ ○ ○ ○

32  CRS 인증원 [CRS]  ○ ○

33 케이에스레지스타 [KSR]    ○ ○ ○

34 케이큐엘인증원 [KQL] ○ ○ ○

35 한국국제규격인증원 [KIC] ○ ○

계 35 2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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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기관 현황 >

연수기관명 ISO 9000 ISO 14000 TL 9000
ISO/TS
16949

1 한국표준협회 [KSA] ○ ○

2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연수원
[SBTI] ○

3 (주)한국네빌클락 [NC] ○ ○

4 플렉서스코리아 ○

5 한능경 연구원(주) [KMAI] ○

   3) ISO 9000·14000 인증제도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ㅇ 산업자원부

     - 관계법령 제․개정

     - 한국인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ㅇ 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규격의 제․개정 및 ISO 규격 제․개정 작업 참여

     -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유지 및 최신정보 수집 보급

    ㅇ 한국인정원

     - 인증기관, 연수/심사원 등록기관 지정, 감독 및 취소

     - 품질․환경경 시스템 인증제도 운 요령의 개별기준에 대한 해석지침 

공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규격 제․개정작업 

참여

․한국산업규격 

제․개정

․국제표준동향 전파 및 

대응

     산업자원부

 ․관련법령 제․개정

 ․인증제도 운

인정업무  
  위  탁

 한국인정원
(인정 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자격 
인증

등록

 심사원 연수 기관인증 기관

지정 및 

사후관

리

고용 양성

기 업 체

  인증   심사
진단지도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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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환경경영표준의 체계 및 최근 이슈
 가. ISO 9000 표준

   1) ISO 9000 표준의 체계

  1994년도에 발행된 ISO 9000시리즈규격을 2000.12에 상호 비슷한 내용에 대

하여 통합화하여 ISO 9000:2000 패 리규격으로 전면 개정 발간하 고, 그에 

따른 규격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인증규격: ISO 9001(품질경 시스템 -요구사항)

      · 인증제도의 요체가 되는 규격으로 기업이 인증획득을 위해 따라야 할 

필수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격

      · 기존 ISO 9001, 9002, 9003 의 규격을 통합

    - 용어규격: ISO 9000(품질경 시스템 -기본사항 및 용어)

     · 품질경  및 품질보증과 관련된 기본사항 및 용어에 관한 규격

     · 기존 ISO 9000-1, 9000-2, 9000-3, 9000-4 의 규격을 통합

    - 지침규격: ISO 9004(품질경 시스템 -성과개선지침)

     · 품질경 을 위한 기업의 내부적 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지침규격

     · 기존 ISO 9004-1, 9004-2, 9004-3, 9004-4의 규격을 통합

    - 심사규격: ISO 19011(품질경 ․환경경  심사지침)

     · 심사반 구성, 심사절차, 심사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 기존 ISO 10011-1, 10011-2, 10011-3, 과 14010, 14011, 14012 의 규격

의 통합 

    - 기타 지원 규격: ISO 10005 등 9개 규격 및 기술보고서 

     · ISO 9001:2000 소기업형 적용지침 등

  1987년에 최초 제정된 ISO 9000 시리즈 규격은 단기간에 제정작업이 완료

됨에 따라 관련 규격간의 부조화 및 제조업에 편향된 규격 구성 등 많은 문제

점을 노출하 다. 또한 지침성격의 규격이 너무 많아 소기업에 적용하기에 부

적절할 뿐 아니라 타 경 시스템과의 조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동시에 일부 국제적인 업종별 단체에서는 QS 9000(자동차부품), TL 9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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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기), AS 9000(우주항공기부품), OHSMS 18001(안전보건) 인증제도 등 별

도의 품질시스템 인증제도를 개발운 하기 시작하 으며, ISO의 일부 기술위

원회에서도 개별 품질시스템 규격제정을 시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ISO/TMB에서는 품질시스템규격의 일관성 유지 및 소비자의 혼란 방

지를 위하여 ISO 내부의 다른 기술위원회에서 품질시스템 규격을 제정시 TC 176

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결정하 다. 

  이에 2000.12 ISO/TC 176에서는 ‘94년에 개정된 ISO 9000규격의 5년 개정

주기를 맞아,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모든 업종의 품질시스템에 공통적용

될 수 있는 기본적 요건만을 ISO 9000규격에서 규정하고 업종별 추가지침을 

별도로 제정하며, 품질보증규격(ISO 9001)과 품질경 규격(ISO 9004)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ISO 9000 관련 규격을 전면적으로 대폭 개정하 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로부터 ISO 9000 및 14000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

시스템 접근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ISO/TMB는 ISO 9000

과 14000 시스템간의 Compatability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97년 ISO/TAG 12

를 설립하고 양 시스템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1년 여를 검토하 다. 

    · 양 시스템의 용어 및 정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양 시스템에서 일관성있

게 사용되어야 함

    · 양 시스템의 경 시스템 규격들은 Compatible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

까지 부합화되어야 함

    · 양 시스템의 심사규격들은 통합되어야 함

  ‘98.4월 ISO/TMB는 ISO/TAG 12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TC 176 과 TC 

207 의 3개 분과의 Joint Group을 구성하여 2002년 10월 ISO 19011의 통합 

심사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ISO/TC 176은 기본규격 개정작업이 완료되자 2002년 10월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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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멕시코 총회에서 기존의 분과위원회인 SC1(개념 및 용어), SC2(품질시스

템), SC3(지원기술)를 해산하고 프로젝트 기획특별작업반(PPTG: Project 

Planning Task Group), 적합성 평가협력그룹 등 WG(작업반)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 다.

          기존 조직기구                    변경된 조직구조

   2) 최근 이슈

  TC 176 조직구조 전환 : TC 176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 을 위하

여 프로세스 접근방법에 따른 조직구조로 전환키로 하고 이에 대한 전환계획

을 마련하기로 하 다.

  또한 ISO 9001 & ISO 14001 규격에 대한 병용성 증대 : TC 176 & TC 207

의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ISO 9001 & ISO 14001 개정시 공통된 용어 및 내용

을 반 하여 두 규격에 대한 병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키로 하 다.

    TC176

- P 및 O 멤버

- 연계기관

의장 간사

SC 2

부회

SC 1

부회

SC 3

부회

WG

TG TGTG

CSAG

(의장

자문

기구)

    TC176

- P 및 O 멤버

- 연계기관

의장 간사

TG
WG

작업반

PMG

(프로

젝트

관리)

WG

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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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규격 및 인증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확대 : ISO 

9000 Advisory Group을 통하여 고객에게 ISO 9001인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인증기업, 인증기관 및 인정기관과 고객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고무하기 위

한 방법을 개발하기로 하 으며, 규격 자체뿐만 아니라 인증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멤버기관, 인증기관 및 인정기관, 고객, 조직 

그리고 그 외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을 요청하 다.

  이어 ISO 9001규격에 대한 Interpretation(해석) 프로세스 운  : ISO 9001

규격 사용자에 대하여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일관된 이해의 제공을 위하여 시범

운 하 던 Interpretation(해석)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운 키로 함. 이와 결

부하여 Interpretation(해석)에 대한 TC 176 홈페이지를 개정하 으며, 동 프

로세스 운 지침을 발간하 다. 

  또한 ISO 9001:2000 규격의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SO 

9001:2000 규격에 대한 모범 심사 관행의 예를 개발하고 이를 TC176/SC2 간

사(BSI)의 홈페이지(www.bsi.org.uk/iso-tc176-sc)에 공표하기로 했다.

나. ISO 14000 표준

   1) ISO 14000 표준의 체계

    ㅇ ISO 14000 관련 표준은 현재 19종의 규격이 제정 완료되어 있는 상황

이나, ISO 9000 패 리규격이 정비됨에 따라 많은 규격들이 여기에 

향을 받아 제․개정될 전망이다. 

  현재의 ISO 14000 시리즈 규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환경경 체제 규격: ISO 14001, 14004

       · 환경경 체제 인증을 위한 요건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환경심사 규격: ISO 19011 (ISO 14010, 14011, 14012 통합)

       · 심사반 구성, 심사절차, 심사원의 자격요건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ISO 9000, 14000 통합심사지침 2002.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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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라벨링 규격: ISO 14020, 14021, 14024, 14025 

       · 환경라벨링의 유형별 사용방법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환경경 체제 규격은 조직경 체제의 환경성평가 규격인데 반하여, 

환경라벨링규격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규격임

     - 환경성과 평가규격: ISO 14031, 14015

        · 조직체의 환경경  노력의 결과를 객관적 지표에 의거 평가하는 기법

     - 전과정 평가규격: ISO 14040, 14041, 14042, 14043, 14048

        · 제품의 원료채취로부터 제조, 유통, 소비,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환경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법에 관한 사항

        · 환경라벨링 인증을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사용

     - 용어규격: ISO 14050

        · ISO 14000 규격에 활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기타규격: 제품설계에서 환경측면 고려를 위한 지침 등

＜ISO/TC 207 기술위원회＞

TC 207 
(간사국 : 캐나다) 

SC1 SC2 SC3 SC4 SC5 WG1 WG2

담당
분야

EMS
환경경
체제

EA
환경심사

EL
환경
라벨링

EPE
환경

성과평가

LCA
전과정
평가

EAPS
제품규격의
환경측면

Forestry
산림

간사국
BSI
국

NNI
네덜란드

SAA
호주

ANSI
미국

AFNOR
프랑스

DIN
독일

SCC
캐나다

관련
규격

환경경 체
제규격 환경심사규격

환경라벨링
규격

환경성과
평가규격

전과정평가
규격

ISO GUIDE 
64 산림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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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 이슈

    ㅇ ISO/TC 207/SC1에서 ‘환경경 시스템’(EMS: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규격(ISO 14001 : 1996)의 표준화와 ‘이의 사용을 위한 지침

(ISO 14004 : 1996)’의 두 문서를 개정하는 작업으로 현재 DIS 단계이

나 금년 하반기중 FDIS를 거쳐 최종 발간 될 예정에 있다.

    ㅇ ISO 14001 요구사항 해석절차 발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고, 14001 요

구사항의 구체적 해석은 그 나라의 ISO member body만이 갖게 됨.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특히, 부적합측면에서 인증기관, 기

업이 동일 요구사항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SC1에

서는 해석 절차(Interpretation procedures)에 대해 제10회 남아공 회의

에서는 제시된 해석절차(안)에 대해 2년간 더 검토하기로 하

다.(2004.12 )

    ㅇ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대응 

       - 말레이시아 및 캐나다의 공동제안(‘02.6)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에 대

한 측정 및 검증에 대한 기준작성을 위한 WG5 작업단을 구성

       - 2003. 8 발리회의에서 ISO 14064 part 1 & 3 현재 part 2를 제외한 

WD 1 로 작성 검토중에 있음

    ㅇ FVTF(Future Vision Task Force)는 TC 207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최근 이슈

       - SD(지속가능 개발개념)

       - MSS(경 시스템 규격)의 통합

       - ISO 이외 조직(기구)에서의 활동내용과의 중복성

       - 이해관계자의 다양화와 그 수 증가

       - TC 207 표준화작업에 있어 전문성 및 다양성

       - 국제규격이 무역 및 투자문제에 있어 중대 역할

       - 적합성평가 및 인정에 대한 관심 계속 존재

       - 특정 분야의 규격 요구(예 산림EMS, 금속기계, 시멘트업종 등)

       - 환경규격에 대한 financial communities의 관심 등

       - 기업의 관리방식(Corporate governan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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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나라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 표준화
 가. KS화 현황

  2004년 12월 현재 품질경 ․환경경  시스템규격과 CASCO, COPOLCO, 

TMB, NEMCO에서 발행한 규격에 대해, 국내 산업의 관심도가 떨어진 일부 

규격을 제외한 50종의 규격을 KS로 도입하 다.

     - ISO 9000 패 리규격 14종 규격에 대하여 KS 규격으로 도입하 고

     - ISO 14000 과 관련 16종이 KS 규격으로 도입되었으며,

     - 기타 CASCO, COPOLCO, TMB, NEMCO 관련 규격 및 지침 20종이 

KS규격으로 도입되었다.

 나. KS화 추진조직

  2000년까지는 산업표준심의회 소속 부회중 9000관련 표준화는 산업표준심의

회 기본부회에서 14000관련 표준화는 환경부회에서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기

술표준원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시스템규격의 표준화를 전담할 부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에「경 시스템부회」를 새로이 신설하고 ISO/TC 176관련 

표준화 및 ISO/TC 207/SC1 및 SC2 관련 표준화 그리고 공인재무설계 ISO/TC 

222관련 표준화를 담당토록 조치하 다. 또한 2002년에 자동차부품 경 시스

템 ISO/TS 16949 관련 표준화 전문위원회를 추가 구성하 고, 2003년에는 TC 176/SC1, 

SC2, SC3 3개 전문위원회를 1개의 전문위원회로 통합하 다. 14000 관련 표

준화업무 중 라벨링, 환경성과평가, 전 과정평가, 용어에 관한 사항은 안전서

비스표준부의 생물환경표준과가 담당하는 환경부회에서 별도 표준화업무를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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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회 구성 >

- 총인원: 49명(학계: 4명, 연구소/단체: 11명, 업계 및 관계전문가 34명)

제2절 생활․건설안전분야

1. 건설안전
 가. 사업개요

  건설산업은 노동, 자본, 토지, 자재와 경 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내구적 시설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주택 등 국민생활 기반시설과 공업단지조

성, 도로, 항만 등 여타 산업의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

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보다 

근대 산업화과정에 필요한 각종 국가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건설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건설산업의 성장률은 4배를 기록하 으며, 

품질경 /품질보증 전문위원회

TC 176/SC1,SC2,SC3

환경경 시스템 전문위원회

TC 207/SC1&2

공인제무설계 전문위원회

TC 222

자동차부품경 시스템 전문위원회

ISO/TS 16949

경 시스템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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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제조업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한국경제 발전

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IMF직후에는 건설산업도 일시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 으나 

2001년 이후 또 다시 우리 경제회복의 디딤돌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생

산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약 1/3∼1/4 차지할 정도로 건설산업은 여전히 국민

경제의 중심에 있다

  건설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 국내 건설투자(119.5조원)가 거의 

정부예산(120.1조원) 수준이며, 사우디, 오만, 인도 등 52개국 해외시장에서 75

억불을 수주한 바 있다

                                                  (단위 : 조원)

 

 구  분 ‘97 ‘98 ‘99 ‘00 ‘02 ,03 ,04

건설투자 100.6 92.7 83.7 80.9 107.9 116.1 119.5

국내총생산
 ( GDP ) 491.1 484.1 529.5 578.6 864.2 724.6 778.4

건설투자/GDP (%) 20.5 19.1 15.8 14.0 12.5 16.0 15.4

해외건설수주 140억$ 41억$ 92억$ 54억$ 61억$ 37억$ 75억$
  

   ※ 자료 : 주요경제지표(통계청) 및 건설경제 주요통계(건설교통부)

  고용시장에 있어서도 건설산업은 우리 나라 총 고용인원의 8%를 차지할 정

도로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큰 분야이다.

                                          (단위 : 만명, 개)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고용  2,110  1,999 2,029 2,116  2,157 2,217  2,214  2,281

 건설
취업자 200  158 148 158  159 175 182 182

비율(%) 9.5 7.9 7.3 7.5 7.4 7.9 8.2 8.0
  

   ※ 자료 : 건설경제 주요통계(건설교통부)   

  이러한 건설산업은 2005년도에는 국내 건설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

되나  2012년까지 판교신도시 개발, 신행정수도 건설 등 대형건설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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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건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건설시장도 지속적인 세계건

설시장 개방 확대로 세계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3.5%보다 높은 연 5% 성장률

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향후 건설시장 확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발전과 건설안전 확보에 

잠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건설안전 표준화사업은 건설산업과 연관 산업의 성장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향후 세계 건설시장 

완전 개방과 자유화에 대비하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

로 구축하여야 할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건설산업을 국제기준에 부합한 견실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건

설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료, 시공, 감리, 

구조, 건설환경․안전 등 건설 전 분야에 건설안전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962년 건축법 제정에 앞서 1961년도에 공업표준화법을 제정하여 

건설안전분야 표준화의 틀을 다지고 콘크리트, 도로포장용 재료, 흙 등과 같이 

토목분야(KSF)를 비롯하여 방수재, 창호재, 지붕재, 건축 내․외장재 등 건축

재료 중심의 건축분야(KSF)와 수도꼭지, 밸브류 등 건설설비분야(KSB), 전등, 

전선 등  전기분야(KSC), 철근, 강관, 형강 등 금속분야(KSD), 지반보강용 섬

유 등 섬유분야(KSK), 시멘트, 타일, 유리 등 요업분야(KSL), PVC바닥재, 페

인트 등 화학분야(KSM) 등에 KS규격을 제정하여 우리 산업계에 보급하여 

왔다.

  특히, 레미콘, 아스콘, 골재를 비롯하여  콘크리트 말뚝, 콘크리트관, 콘크리

트 경계블록 등 시멘트 가공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과 구조안전진단 등 건설안

전에 대한 기준을 KS규격으로 제정하여  건설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그 내용을 보면 각 건설재료의 종류․형상․치수․구조․품질․등급 등을 

통일․단순화하고 설계․시공․안전조건 등을 표준화하여, 설계, 재료, 시공, 

감리 등 건설산업의 각 과정별로 건설구조물이라는 종합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상호 유기체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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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에서 건설안전 표준화는 설계 및 건설자재와 시공의 호환성 확보

와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및 자원절약과 폐자재 감소로 환경보전을 가능하게 

하며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각종 건

설기준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비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건설안전표준을 단순히 건설현장의 호환성과 편의성을 추구

하는 수단에서 건설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세계건설시장을 리드하는 기

술적 뿌리가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틀 아래 건설안전표준의 범위를 확충하

고 내용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나. 추진실적

  건설안전 표준화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질적․양적 확충을 통하여 산업발전

과 건설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 발전역사를 10년 단위로 다음과 같

이 정리 할 수 있다.

  제1세대(도입기)인 1960년대에는 1962년 최초로 건축․토목 설계기준인 건

축제도 통칙과 토목제도 통칙에 관한 KS규격 제정을 시작으로 레미콘, 콘크

리트 벽돌, 합판, 원심력 콘크리트관 등 기초 건설자재의 품질에 대한 기준과 

콘크리트, 목재 등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건설부문 표준화의 토대

를 마련하 다. 

  제2세대(전개기)인 1970년대에는 건축설계 시 기본이 되는 벽판, 바닥판의 

표준 모듈 호칭치수와 도로, 포장용 재료 및 건축 내․외장 재료 등 각종 건

설자재에 대한 용어 규격을 제정하 고,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방법, 지붕

의 방화시험 방법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규격과  목재의 방부처리방법, 말뚝 

침하 시험, 건축재료의 마모 시험방법 등 각종 시험방법 관련규격을 확충하

다. 또한 제품규격으로 도로포장재인 아스콘과 경첩, 플로어힌지, 창문․문 등 

창호자재와 , 석고보드, 기와, 보온재 등 내․외장재를 규격화하여 건설안전 

표준의 범위를 확대하 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3세대(성장기)인 1980년대에는 건설자재도 고급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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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단열재, 주택용 각종 유닛,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 인터로킹 블록,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방부처리침목, 기성테라조, 휴지

걸이, 수건걸이 등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규격화하 으며,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규격 내용 면에 있어서도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 갔다.

  제4세대(성숙기)인 1990년대에는 각종 건설자재 구성재간 치수의 호환성과 

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모듈 정합원칙, 건축 구성재의 기본 공차 

및 치수정하기 등에 관한 규격을 정비하 으며, 재료별 전문 연구사업을 추진

하여 실리카 인조대리석판, 알루미늄 복합패널, 내장용 PVC패널, 콘크리트 거

푸집용 합성수지판 등 신재료에 대한 규격을 활발히 제정하 고,  또한 방수

재 표준화 연구를 통해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수재료들에 대한 표

준을 제정하 으며, 목재 표준화연구를 통해 목재의 시험방법과 구조용 침엽

수 목재, 목조 건축용 철못, 구조용 집성재 등 목재분야의 규격도 제정하는 등 

건설자재에 대한 국가표준의 범위와 내용을 더욱 더 확충하 다.

  제5세대(전환기)인 2000년대 초에는 세계 무역시장의 자유화, 개방화에 부응

하여 건설분야 KS규격을 국제규격인 ISO기준과 부합화하여 왔으며, 규격내용 

면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구조 및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 하여 왔다. 특히 화재 및 구조 안전 표준화

연구와 가설재 표준화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화재관련규격을 정비하고 건축물

의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규격을 제정하 으며 추락방호망, 작업발판, 이동식강

관 비계용 부재와 같은 가설재료에 대한 규격을 확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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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 주 요   추 진   내 용 비고

‘60년대

(도입기)

-토목․건축제도통칙을 비롯하여 벽돌, 경계블록, 레미콘    등 기초 

건설자재분야에 표준화

‘ 6 5 년  

89종

‘70년대

(전개기)

-건축재료마모시험방법 등 시험방법과 용어 및 

 기와, 창문 등 기초 내․외장재 표준화

‘70년

184종

‘80년대

(성장기)

-아시안게임․서울올림픽으로 주택용 각종유닛, 휴지걸이 등 건설자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화

‘80년

475종

‘90년대

(성숙기)

-주택200만호 건설로 각종 건설자재 치수 호환성과

 시공의 효율성을 위해 치수표준화에 주력

‘90년

598종

‘00년대

(전환기)

-건설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ISO기준과의 부합화와 

 화재․구조안전과 건설환경 부문의 표준화 확충에 경주

‘00년

604종

  그리고 2004년도에는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개 건설전문

연구기관의 건설안전․환경 표준화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건설물 안전진단, 화

재안전, 방수, 건축환경 등의 분야에 18종의 KS규격(안)을 개발하 다.

  이들 중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 시 안전진단결과에 공적인 신뢰와 투명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부식도 측정을 위한 자연전위차 시

험방법, 콘크리트 중성화깊이 측정 시험방법 등을 개발하 으며 또한 방화댐

퍼 감열체 성능 시험방법과 불꽃의 직접 접염에 의한 건축재료의 착화성 시험

방법 등을 정립하여 내화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 다. 

  또한 건설구조물의 누수 방지를 위해 멤브레인 방수층의 내구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표준과 급수기기 발생음의 실험실 측정방법과 건물자동화 제어시스

템 등 건축환경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여 현재 건설현장에 활용토록 KS규격으

로 제정 작업 준비중에 있다.

  이와 같이 건설안전표준화 연구사업과 정비를 통해 2004년12월 말 기준으로 

총 KS규격의 3.9%인 774종의 건설안전분야(토건)KS규격을 보유하고 있다.

계
용어, 설계기준 등 

전달규격

시험, 검사 등

방법규격

 건설재료 등

 제품규격

774종 124 종 371 종 279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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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3개 건설안전 관련 표준부회와 27개 전문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2004. 12. 31일 기준)

구  분

부회 전문위원회

건설 관련
소관 부회

 총 부회
건설 관련
소관전문회

총 전문위원회

위원회 수 3 52 27 421

위원 수 26 485 301 4,899

  이상과 같이 건설안전표준화사업은 1962년부터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

을 통해 오늘날 건설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설기준으로서 토대를 마

련하여 왔다.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활용하는 각종 시방서의 재료선정, 현장시험, 

검사방법 등에 KS규격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는 것이다.

 현재 건축공사시방서 등 총14종 시방서에 건설안전(토건)분야 KS규격을 657

건이나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건설시장의 개방 확대와 각종 건설기준의 Global Standardization

에 따라 건설안전표준을 더 이상 국내 산업 및 기술여건만 국한하여 고려할 

수 없다.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분과위원회 

활동도 점점 활발해 지고 있으며 그 처리문서도 많아지고 있다.

  (건설안전분야 국제문서 처리 현황) 

  ‘01년(149건) → ‘02년(158건) →‘03년(205건) →‘04년(209건)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없

으며 국제동향 분석에 잠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2005년. 11월에 서울에서 ISO/TC 205(건축환경설계) 및 ISO/TC 

71 국제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하여 관련 산업체, 학회 및 연구기관에 적극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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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향후 계획

  그간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중심 역할을 해 오듯이 건설안전표준화 

사업도 산업발전과 건설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주로 단기 사업 위주의 활동으로 인해 시대 흐름에 따른 가치관의 변

화와 새로운 지구촌 경제시대에 알맞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다.

  이제는 삶의 질 향상 등 인간 기본 욕구에 대한 개선과 시장․환경 친화적

인 사회인프라 구축과 미래가치에 부합한 건설안전표준화 사업을 선택하고 집

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촌의 관심사인 환경, 안전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한 활동 역을 확

충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안전기준의 Global Standards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 & P는 2010년도에 한국의 건설시장을 

세계 8위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건설기술수

준은 선진국의 약 67%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건설기술 발전과 미래가치관의 변화와 지구촌 경제시대에 부합한 건

설안전표준화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붙임과 같이 건설안전, 건설환경 및 고기능․신자재 분야 등 3부

문으로 향후 건설안전표준화 활동 방향과 그 기본계획을 정리하 다.

단, 건설안전 표준화사업은 표준 제정 활동도 중요하나 산업 및 생활현장에 

활용되지 않는 박제표준이 될 때는 더 이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없

으므로 무엇보다도 정부부처, 학회, 산업체 등 유관기관과 긴 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확산에 힘써야 한다. 

  건설안전표준화 중장기 추진 계획

 □ 기본 방향

  ㅇ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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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 환경 및 고기능분야의 국가표준 선진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 건설 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

    - 환경친화적 요소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 국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   

  ㅇ 목표    

  국가 건설안전표준화 혁신체제 구축

  건설안전, 환경 및 고기능분야에 건설안전표준화 기반 조성

  ㅇ 기본 Concept 

  

    - 건설안전분야 : 화재안전, 콘크리트유지관리, 철골조내진성능, 재료내구

성에 대한 표준 정비

    - 건설환경분야 : 실내공기, 열, 빛환경에 대한 표준 정비

    - 고기능․신자재분야 : 친환경자재기술, 방수재료, 고기능 구조물시공기

술에 대한 표준 정비

 □중점 추진 분야 

  ㅇ 건설안전분야 

    - 건축물 화재안전 : 화재발생의 과정, 전개 및 확산 단계별 공학적인 방

법을 활용한 선진 화재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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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유지관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표준 

    - 철골건물 내진성능 : 철골구조물의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 건설재료 내구성 : 구조물의 수명연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재료

의 내구성 시험 및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 

  ㅇ 건설환경분야 

    - 실내 공기환경 :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위한 실내공기질 및 환기 관

련 표준 

    - 건축 열 환경 : 건물 열 환경 개선을 위한 열성능 관련 표준

    - 건축 및 환경 : 건축 빛 환경 설계 및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

  ㅇ 고기능, 신자재분야 

    - 친환경 자재 : 건축물 오피의 생태적 개선을 위해 의장성, 시공성, 내구

성 및 경제성이 있는 친환경 자재에 대한 표준화 

    - 방수 재료 : 구조물의 사용 및 환경조건에 적합한 방수 및 누수, 보수, 

보강에 적합한 재료 및 공법에 대한 표준화

    - 고기능 구조물 시공기술 : 스마트 구조물의 성능에 대한 유효성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

 □ 추진 내용 

  ㅇ 건설안전, 환경 및 고기능분야에 대한 국가 건설안전표준화  체계 정비 

   - 건설안전․환경․고기능분야 국가 표준화 로드랩 작성

   - 국제기준에 부합한 표준 개발 및 정비

   - TC/SC별 대응 Action Plan 수립

 □ 추진 체계

  ㅇ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을 활용하여 추진 

    - 한국표준협회를 주관기관으로하고 건설기술연구원 등 건설전문연구기관

을 위탁기관으로 하여 추진



480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 건설표준기술연구회에 의한 추진 내용 검토 

    -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추진 계획(총 30억 정도소요) 

 □ 추진 효과

  ㅇ 열․빛․음 등 건축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 

  ㅇ 건설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

  ㅇ 건설산업의 기술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인프라 구축

  ㅇ 건설안전표준화 산․학․연 전문가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ㅇ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2. 섬유패션
 가. 개 요

  1910년대 실, 직물, 염색, 의류분야에서 수공업형태로 우리나라 산업화의 문

을 연 섬유산업은 ‘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수출전략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71년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차지하 으며, ‘87

년에는 수출역사상 단일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기는 진기록을 수립

하며 우리나라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 지만, 여전히 우리나

라 총수출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구는 2,650천명으로 생산직 

고용인구의 14.9%가 실에서 의류 완제품에 이르는 18,989개의 섬유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산업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특히 합섬

장섬유 직물은 세계 1위, 화학섬유는 세계 4위의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고, 봉

제업체나 디자인업체의 경우 초미니 업체도 상당수 존재하는 등 그 규모나 성

격면에서 복합적이며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위치에 있

어서도 미주, 유럽, 아시아지역 등 190여개국에 152억불(2003년)을 수출하며, 

중국, 이태리,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제5위의 섬유의류 수출 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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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세계경제 및 국내 경기의 침체 지속과 세계 시장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섬유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겪고 있다. 2005년부터 WTO회원국에게 적용

되는 쿼터제 철폐로 일정량의 보호아래 성장하던 수출산업으로의 섬유산업은 

무한 자유경쟁체재에 노출되었고, 국경간 투자방식(Cross Border Investment)과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s)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시장동향과 패턴도 섬유산

업 태동이래 최대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섬

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 반덤핑 제소, 원산지규정 강화 등 

섬유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섬유산업은 수출증대를 위해 산업용 섬유개발 및 염색가공, 패션

디자인 등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 지역별 섬유산지의 특화․집적화, QR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

보화역량 강화 및 공격적인 로벌 마케팅 전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섬유산업을 국제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

여 표준화 기반구축 및 표준 인프라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표준화기구에서도 섬유산업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되는 국제규

격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비관세 무역장벽이나 산업정책, 소비패턴에 변화

를 리드해 가고 있다. 또한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무한한 부가

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섬유시장은 세계 각국의 자발적

인 기술개발과 자국의 문화 및 기술 등을 세계표준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시장을 선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차세대 우리 섬유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나. 섬유산업 수급동향

  섬유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및 관세 철폐에 따른 자유무역체재로의 진입, 중

국 등 후발 개도국들과의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 심화 등으로 2000년을 기점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제품류에서 지속적인 감소세

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류, 원료류 및 직물류는 2002년에서 2004년에 걸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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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원료류의 경우 200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

타내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제품류에서도 29%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 이외의 

기타 제품류는 소폭이나마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0.5%)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미국(▽4.3%), 홍콩(▽5.9%), 일본(▽1.2%)등으로는 감소세를 나

타내고 있고, 중국(△4.2%), 베트남(△11.9%), 인도네시아(△3.4%), 아랍에미레

이트(△2.1%) 등으로는 증가세를 보 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비중은 미국(18.7%), 중국

(18.2%), 홍콩(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8-2-1>              섬유산업의 수출입동향
(단위 : 백만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출
17,461

(△3.3)

18,808

(△7.7)

16,104

(▽14.4)

15,694

(▽2.5)

15,273

(▽2.7)

15,214

(▽0.4)

수입
4,537

(△31.2)

5,366

(△18.3)

5,466

(△1.9)

6,240

(△14.2)

6,448

(△3.3)

6,941

(△7.6)

무역수지
12,924

(▽3.9)

13,442

(△4.0)

10,638

(▽20.9)

9,454

(▽11.1)

8,824

(▽6.7)

8,273

(▽6.2)

* 자료 : KOTIS (천연섬유원료 포함)

* (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표8-2-2>              품목별 섬유류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원료류
770

(▽3.6)

884

(△14.8)

713

(▽19.3)

698

(▽2.2)

801

(△14.8)

939

(△17.2)

사류
1,401

(▽8.5)

1,535

(△9.5)

1,269

(▽17.3)

1,392

(△9.7)

1,564

(△12.3)

1,582

(△1.2)

직물류
9,401

(△3.7)

10,263

(△9.2)

8,843

(▽13.8)

8,666

(▽2.0)

8,307

(▽4.1)

8,350

(△0.5)

제품류
5,889

(△6.9)

6,126

(△4.0)

5,279

(▽13.8)

4,938

(▽6.5)

4,601

(▽6.8)

4,343

(▽5.6)

* 자료 : KOTIS (천연섬유원료 포함)

* (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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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섬유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69억 달러로 전반적으로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인 제품류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9.7%), 미국(4.1%), 인도(△19.8%), 인도네시아(△8.0%), 

대만(20.1%) 등으로부터 수입은 증가를 나타냈으며, 일본(▽4.9%), 이탈리아

(▽5.3%) 등으로부터는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중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다가 2004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수입비중은 중국이 50.5%로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6.4%), 이탈리아(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8-2-3>             품목별 섬유류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원료류
801

(△5.3)

739

(▽7.8)

769

(△4.0)

702

(▽8.7)

715

(△1.8)

747

(△4.4)

사류
1,445

(△46.3)

1,525

(△5.5)

1,421

(▽6.8)

1,471

(△3.5)

1,344

(▽8.6)

1,461

(△8.7)

직물류
1,312

(△25.2)

1,517

(△15.6)

1,328

(▽12.4)

1,398

(△5.2)

1,350

(▽3.4)

1,411

(△4.5)

제품류
979

(△47.8)

1,585

(△61.9)

1,948

(△22.9)

2,669

(△37.0)

3,039

(△13.9)

3,322

(△9.3)

* 자료 : KOTIS (천연섬유원료 포함)

* (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우리 나라 섬유산업은 주로 주문자 상표부착(OEM) 수출방식에 의한 소품

종 대량생산 및 범용품 물량위주의 수출구조로, 대외여건 변화에 신축적인 대

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상품기획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품목이 전문화되지 못하여 범용품의 과당

경쟁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섬유제품의 수출물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는 하락하고 

있어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후발국은 산업구조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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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품질향상, 선진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저가품 선호경향에 따른 저가품 

공략,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섬유산업분야의 산업기반과 경쟁력을 

견고하게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지금까지의 소품종 대량생산, 범용품 수출 

등의 전형적인 섬유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용 섬유 등 새로운 시장개척, 신소재, 염색가공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공정자동화 등을 통한 첨단 산업

기반 조성, 세계 수준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대책

이 필요하다.

다. 표준화 동향

  섬유분야 KS규격은 섬유원료, 공정, 의류, 산업용 섬유, 제품평가법 등으로 

분류되며, 2004년말 기준 총 752종을 확보하고 있다. 2004년 추진된 표준화동

향은 ISO 국제규격 부합화를 완료하고, 보호복, 토목용 섬유 등 고 기능성 섬

유분야의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 아래, 제정 51종, 개정 51종 등 

100여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개정하 으며, 폐지 및 확인 5종을 포함하여 

700여종의 규격관리업무를 수행하 다. 

  특히 의류산업의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섬유의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젝

트의 일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류제품의 치수표준화사업이 추진되어 

2004년의 의류치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13종의 관련 규격 제․개정 사업을 

추진하 다. 이 사업에서는 지난 ‘01년∼’02년에 걸친 기반조성사업과 ‘03년부

터 2개년간 0세에서 90세까지 전국 2만여명의 인체치수 및 인체형상을 측정 

조사한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기초로 15,664명의 119개 항목에 이

르는 직접측정 인체치수자료를 활용하여 의류치수체계를 전개할 수 있었다. 

의류치수 규격체계 측면에서도 남성복 및 여성복을 중심으로 한 의류치수규격

에서 학령기 기준으로 구분하여 만 12세부터 만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규격을, 만7세부터 만 12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남자 아동복의 치수 및 여자 아동복의 치수 규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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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 다. 또한 노년여성을 위한 의류치수 규격 및 맞음새 요구도가 높아 

치수체계 확보가 시급한 화운데이션 의류에 대한 규격도 제정하게 되었다.  

  2004년도 국제표준화 활동으로는 18개의 국제표준화기구에 관여하고 있으

며, 이중 14개 분야에서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화의 협력파트너로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 다.

<표8-2-4>          섬유분야 ISO/TC/SC 현황
TC SC 명 칭 간사국

회원

국

아국

지위
38 Textiles 국 75 P

1 Tests for coloured textiles and colorants 미국, 국 42 P

2 Cleansing, finishing and water resistance tests 미국 40 P

11 Care labelling of textiles and apparel 독일 41 P

19 Burning behaviour of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미국 40 P

20 Fabric descriptions 남아프리카공화국 33 P

23 Fibres and yarns 미국 37 P

24 Fibres and yarns 포르투갈 24 P

83 2 Camping tents 독일 16 P

94 Personal safety - Protective clothing and equipment 호주 61 P

4 Personal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호주 34 O

6 Eye protection 국 34 O

12 Hearing protection 호주 26 O

13 Protective clothing 스위스 43 P

14 Fire-fighters' personal equipment 호주 27 O

133 Sizing systems and designations for clothes 남아프리카공화국 51 P

219 Floor coverings 국 36 P

221 Geosynthetics 국 36 P

  섬유분야의 본격적인 ISO 활동은 200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한 

ISO/TC 38 (Textile) 총회에 참여로부터 시작되며, 그 후 지속적으로 ISO 활

동을 수행하여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보이는 국가

로 주목받고 있다. 2003년 12월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ISO/TC 

38(섬유) 총회를, 2004년 6월에는 ISO/TC 221(토목용 섬유) 총회를 개최함으

로 관련 회원국에 섬유대국으로의 위상을 각인시킨 바 있다.

  이외에도 2004년 TC38/WG9, TC38/SC1,SC2, TC94/SC14 및 TC83 등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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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국제회의와 62건의 국제규격 투표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

으며, 이러한 국제표준화 활동은 국내에서 발의되어 ISO 규격으로 채택된 사

례가 저조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술

에 의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섬유의류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제표준화 분야

로서 TC38, TC94, TC221 등을 들 수 있으며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TC38(Textiles)

  섬유관련 국제규격은 대부분 ISO/TC38에서 그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ISO/TC38의 역할은 섬유관련 제품규격을 만들고 제품과 공정을 평가할 수 있

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험방법에 관한 규격을 담당하고 있다. ISO/TC38 업무

의 범위는 여러 가지 섬유의 요구사항과 직물․의류 제품에 관한 표준을 포함

한다. 또한 제품과 공정평가를 위한 공인된 시험방법은 국제무역의 분쟁 해결

을 위한 섬유분야의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심퍼커와 드레이프 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NWIP( New Work Item Proposal)로 발의하여 심퍼커 측정에 대한 “Three- 

Dimensional measuring apparatus for fabric appearance”가 ISO TR 

16323:2003로 채택된 바 있다. 드레이프 측정에 대해서는 ISO 9073-9:1995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Textiles -- Test methods for nonwovens -- Part 9: 

Evaluation of drapability including drape coefficient”라는 제목으로 2004년말 

현재 CD단계를 거쳐 DIS 심의중에 있다. 또한 화상분석을 이용한 필링성 평

가방법, 디지털 레플리카, 레플리카의 형상에 관한 정의 등 수종의 ISO 규격 

제안을 위한 장치 개발 및 평가법 검증이 완료되고 있어 2005년에는 보다 많

은 ISO 규격을 제안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TC94/SC13(Protective Clothing)

  TC94 보호장구 관련 기술위원회는 보호장구의 일반적인 정의 및 기술적 요

구사항, 낙하에 대한 보호장구, 눈 보호장구, 귀 보호장구, 소방복, 보호복에 

대한 규격을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SC13 보호복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운 하여 75종의 규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38종의 규격을 개발하고 있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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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활발한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복 시장이 열악한 관계로 보호복 관련 시험방

법이나 표준개발이 미흡하여 산업계 및 소방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인구에 대

한 보호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복 관련 표준확보를 

통한 산업 안전망 구축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2003년부터 ISO 규격 도입을 본

격화하여 ‘KS K ISO 6529 보호복-불통기성 소재의 화학용액 침투에 대한 저

항성 시험방법’ 등 27종의 보호복 관련 규격을 도입하고, 업계에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근간으로 보호복의 

치수 규격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인의 체형을 반 한 보호

복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호복 관련 치수규격 10여종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 TC221(Geosynthetics)

  ISO/TC221은 지오텍스타일과 관련된 표준으로 주로 토목용 섬유의 중량, 

두께 인장강도 및 신도, 크리프성, 투수성, 내구성 등에 관한 시험방법을 규정

하고 있다. 한국산업규격에서는 주로 ISO규격을 부합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ASTM 등을 참조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토목용 섬유부분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규격제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2004년 6월에 12개국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ISO/TC221 총회 및 WG 회의

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여, 현재 진행중인 제․개정 규격 19건과 신

규 규격 8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라. 향후 추진계획

  2005년도에는 ISO규격의 부합화에 따른 산업용 섬유의 시험방법 등 42종의 

규격 제정 및 96종의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의류제품 치수체계 표

준화의 후속사업으로 보호복의 치수, 장갑의 치수, 제화의 치수 등 의류제품의 

치수 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류 유통체계 선진화에 기여할 계

획이다.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에 의한 국제규격 추진을 강화하여

TC221 분야에서는 ‘다접점 클램프에 의한 지오그리드의 접점강도 평가’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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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섬유의 화학저항성 평가’ 규격을, TC38 분야에서는 ‘화상분석을 이용한 

Pilling성 평가’, ‘섬유제품의 전기적 특성 평가 방법’ 및 ‘디지탈 레플리카’ 등

의 규격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TC 38의 'ISO 9073-9 Textiles -- Test 

methods for nonwovens -- Part 9: Evaluation of drapability including 

drape coefficient' 규격은 화상분석기술에 의한 개정 추진을, TC 38 SC2의 

'ISO/TR16323 Textiles -- Three-dimensional measuring apparatus for 

fabric appearance' 규격은 본 규격으로의 제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절 물류․서비스분야

1. 물류
 가. 개요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

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

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물류는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아 물류애로는 경제흐름의 동맥경화에 해당하

며, 과도한 물류비는 곧바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원가에 반 되어 가격경쟁력

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단위포장화물은 물류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물류의 

경제적 가치는 물류비로 나타낼 수 있다. 

 나. 물류산업 현황

   1) 우리 나라 물류산업 현황

  기본적인 물류산업 구조의 이해를 위하여 우리 나라 국가물류비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국가물류비 총계는 2002년 약 87조320억원(국제화물수송비 제외)

으로 GDP의 12.7%를 차지하며, 국내수송비는 약63조 2,650억원(국제화물수송

비 제외)으로 전체 물류비의 72.6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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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류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GDP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즉, 3년간 국가물류비

의 연평균 명목증가율은 6.23%이지만,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은 8.74%로서 

명목가격으로 표시한 GDP 대비 국가물류비는 동 기간동안 감소하고 있다. 국

가물류비 증가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수송비의 급격한 증가와 포장비 및 하역

비의 증가로 국가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고유지관리

비, 물류정보비 및 일반관리비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포장비와 하역비의 증가는 전반적인 물동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물류정보

비와 일반관리비의 대폭적인 감소는 2000년대 기업들의 지속적인 정보화와 비

용절감 노력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능별 물류비 추이(국제화물수송비 제외)

                                           단위 : 십억원, %

구분 수송비
재고유지
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
정보비

일반
관리비

물류비
총계

2000 49,909
(64.72)

19,803
(25.68)

1,644
(2.13)

1,144
(1.48)

2,359
(3.06)

2,260
(2.93)

77,119
(100.00)

2001
55,016
(68.10)

18,353
(22.72)

1,741
(2.16)

1,140
(1.41)

2,297
(2.84)

2,245
(2.78)

80,792
(100.00)

2002 63,265
(72.69)

17,793
(20.44)

1,817
(2.09)

1,348
(1.55)

1,393
(1.60)

1,415
(1.63)

87,032
(100.00)

연평균
증감률

15.21 ▽1.34 3.38 3.18 ▽13.37 ▽22.06 8.25

 주 : 1) 평균증감률은 1995년 실질가격을 기준

      2) (  )안의 수치는 전체물류비 대비 비중

 자료 : 이재민․서상범, “2002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 교통개발연구원, 2004.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는 물류산업이 실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국민경제순

환에서 국민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를 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GDP에 산정되는 물류산업의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로는 인건비, 경상이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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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공과금, 순금융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민경제

순환에서 경제활동의 2주체(정부, 기업, 가계)의 요소소득에 해당된다.

물류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수송

재고유지

관리비
포장 하역

물류

정보

일반

관리

부가가치

총계(A)

부가가치

총계(B)국내 국제포함

2000 32,929 36,173 6,176 484 787 752 1,173
42,302

(7.31)

45,545

(7.87)

2001 36,088 39,120 6,186 496 756 735 1,209
45,471

(7.31)

48,502

(7.80)

2002 40,271 43,464 6,186 523 872 437 706
48,995

(7.16)

52,188

(7.63)

연평균

증감률

13.16 12.17 4.17 2.26 0.0 ▽14.04 ▽23.58 9.86 9.30

(15.91) (15.41) (▽1.96) (2.72) (8.91) (▽34.29) (▽42.77) (9.82) (9.79)

주 : 1)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및 GDP 대비 비중임

     2) 연평균 증감률과 전년대비 증감률은 1995년 대비 산출환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여 계산

     3) 부가가치 총계(A)는 국내수송만 포함하 고 부가가치 총계(B)는 국제수송까

지 포함

자료 : 이재민․서상범, “2002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 교통개발연구원, 2004.

  국제수송비를 제외한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2002년 48조 9,950억원으로 GDP

의 7.16% 수준으로 전년대비 9.82% 증가하 고, 국제수송비를 포함하면 물류

활동 부가가치는 52조 1,880억원으로 전년대비 9.79% 증가하 다. 또한, 물류

비 대비 부가가치의 비중은 국제수송비를 제외하면 56.3%로 전체 물류비의 

절반 이상이 부가가치이고 국제수송비를 포함하면 48.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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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대비 부가가치 비중

                                                             단위 : %

주 : 부가가치 총계(A)는 국내수송만 포함하 고 부가가치 총계(B)는 국제수송까지 

포함

자료 : 이재민․서상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물류비 감소대책(2단계), 교통개

발연구원, 2004.

   2) 미국의 물류산업 현황

  미국의 2002년 국가물류비(국제화물수송비포함)는 9,100억$이며, 이는 GDP 

대비 8.69%로서 최근 3년간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실질 가격기준

으로 미국의 국가물류비(국제화물수송비포함)의 증감률은 -6.7% 수준이다.  

우리 나라와 달리 국가물류비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동 기간동안 회사

채금리 인하가 3.8%에서 1.6%로 감소하여 재고유지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약 1만개의 트럭운송회사의 도산으로 수송비가 감

소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동 기간동안 미국의 경기불황의 향으

로 물류수요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물류수요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소비에 따른 파생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수송비 추이를 보면 운송수단별 수송비는 2001년에 약간 증가하 으

나, 국제수상화물수송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2002년에 급격한 감소세로 돌

아서고 있다.

구분

수송
재고유지

관리비
포장 하역

물류

정보

일반

관리

부가가치

총계(A)

부가가치

총계(A)국내 국제포함

2000 65.98 54.06 31.19 29.42 68.64 31.87 51.92 54.85 48.39

2001 65.60 53.30 33.71 28.46 66.36 32.01 53.86 56.28 48.91

2002 63.65 52.25 34.76 28.79 64.66 31.38 49.92 56.30 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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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물류비 추이(‘00∼’02년) 

                                                     단위 : 십억$, %

구분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하역비 관리비

물류비

GDP

국내 국제 재고
유지비

보관비 기타 (A) (B)

2000

559 585 95 78 204 5 39 980 1,006 9,870

(5.66) (5.93) (0.96) (0.79) (2.07) (0.05) (0.40) (9.93) (10.19) (100.00)

2001

574 600 55 78 195 5 37 944 970 10,060

(5.71) (5.96) (0.55) (0.78) (1.94) (0.05) (0.37) (9.38) (9.64) (100.00)

2002

543 571 23 78 197 6 35 882 910 10,470

(5.19) (5.45) (0.22) (0.74) (1.88) (0.06) (0.33) (8.42) (8.69) (100.00)

주 : ① 괄호안의 숫자는 GDP 대비 비중임

     ② 재고유지비는 이자비용이며 기타는 조세, 감가상각, 보험 등의 비용.

     ③ 물류비 (A)는 국제화물수송비 제외, (B)는 이를 포함

자료 : ① Cass Logistics Systems, Inc. & ProLogis, State of Logistics Report, 각년도

      ② 이재민․서상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물류비 감소대책(2단계), 교

통개발연구원, 2004.

   3) 일본의 물류산업 현황

   일본의 국가물류비는 ‘90년 중반 약간의 상승세를 제외하고, ’91년 이후 연

평균 1.6%의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GDP대비 물류비 비중도 

‘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 물류비 항목별 구성비는 

수송비가 65.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재고비(30.3%), 재고관리비(4.5%), 

하역비(3.0%)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 가지 항목별 물류비는 모두 ’91

년 이후 감소세에 있으나, 이중 재고비의 감소세가 연평균 2.6%로 가장 급격

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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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물류비(’91∼’01)

                                                         단위 : 십억엔

구성 1991 1995 2000 2001 증감률(%)

수송비
Cost 29,355 30,151 27,871 26,284

▽1.10
구성비(%) 59.12 63.66 63.03 62.16

하역비
Cost 1,409 1,544 1,381 1,284

▽0.93
구성비(%) 2.84 3.26 3.12 3.04

재고비
Cost 16,659 13,585 12,960 12,803

▽2.60
구성비(%) 33.55 28.68 29.31 30.28

물류
관리비

Cost 2,232 2,082 2,010 1,913
▽1.53

구성비(%) 4.50 4.40 4.54 4.52

총물류비 Cost 49,655 47,362 44,222 42,284 ▽1.59

GDP대비 비중(%) 10.51 9.47 8.62 8.44

주 : 일본의 경우 하역비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으나 우리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수

송비 항목에서 하역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집계

자료 :  ① 日本 Logistics System協會, 業種別物流Cost 實態調査報告書, 2000

       ② 日本 Logistics System協會, 2003年度 物流Cost 調査報告書, 2004

       ③ 이재민․서상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물류비 감소대책(2단계), 교통개

발연구원, 2004.

 다. 물류 표준화 현황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물류표준화율

  ㅇ 물류표준화율은 일반적으로 일관수송체제(ULS)의 기본이 되는 자국의 

표준파렛트의 사용비율을 의미

<물류표준화 비율>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호 주 유 럽

비율(%) 30 40 60 95 90

  * 각국의 표준파렛트 : 한국, 일본(1100×1100mm), 미국(1219×1016mm), 호주

(1140×1140mm), 유럽800×1200mm(1000×1200mm)      

   * 한국의 물류표준화율 변화추이 : 10.9%(‘92) → 16.8%(’97) → 30.4%(‘02)

 □ 우리 나라의 기업물류시스템은 폐쇄된 시스템으로 개별기업 위주로 운

  ㅇ 타 회사와의 공동성이나 호환성이 없어 스스로 활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



494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주요 파렛트의 사용실태 및 생산현황(2003년)

구  분
파렛트 치수(단위:mm)

1,100×
1.100

1,300×
1,100

1,200×
1,000

1,400×
1,100

1,100×
800

기  타

사용비율(%)
생산비율(%)

27.9
30.5

12.6
11.1

13.1
10.4

6.0
2.7

3.9
2.6

36.5
42.7

  ※ 자료 : (사)한국파렛트협회, 「파렛트 생산 및 사용실태조사보고서」(2003. 8)

 

 □ 국내기업의 물류표준화에 대한 인식 부족

  ㅇ 표준화 인식부족 36.5%, 사내물류표준화 미비 27.3%로 표준화 부문이 전

문인력 부족(37.0) 다음을 차지

     * 한국표준협회 : 기업의 물류표준화 현황조사(2003년)

 □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등 물류 기능전반에 걸친 일관수송시스템인 ULS

통칙에 대한 인지도도 아직 미흡

  ㅇ ULS 통칙의 인지도(대한상의) (‘97) 15.5%, (’99) 17.4%, (‘00) 38.4%

연도별 ULS통칙 적용 현황

(단위 : %)

구     분  적용하고 있음 적용하지 않고 있음 합   계

’97년 26.5 73.5 100.0

’99년 22.9 77.1 100.0

’01년 20.0 80.0 100.0   

  ※ 응답업체수 : 441개, 대한상공회의소. 2001. 12월

ULS통칙 미적용 이유 

(단위 : %)

구   분 
현실적이지 
못함

ULS통칙규격
으로 변경 
불가능

ULS를 따를시 
인센티브가 별로 

없음
기  타 합  계

’99년 65.4 18.5 12.4 3.7 100.0

’01년 20.8 38.5 32.5 8.3 100.0   

  ※ 응답업체수 : 441개, 대한상공회의소. 2001. 12월



제3절 물류․서비스분야  495

 □ 따라서, 물류표준화 미흡으로 기업마다 다른 규격의 물류설비의 사용으로 

換積(화물 옮겨싣기) 비용 증가

 라. 물류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 물류표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부족

  ㅇ총론적으로 물류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나, 개별기

업들은 자사의 입장을 고려한 포장, 물류설비 등의 기준을 결정

    - 표준파렛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 화물의 형태가 다양하여 KS 표준파렛트화 곤란 : 23.7%

     ․ 업체 자체의 표준파렛트를 정해서 사용 : 14.9%

 □ 기업별 및 상대 거래기업과의 인식차이는 표준화 추진상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

거래처와의 문제가 표준화 추진시 장애

항    목 비 율(%)

    거래처와의 문제  34.5

    물류업과 하주업과의 문제 10.4

    상거래상의 문제 2.9

    제품의 표준화 곤란 42.5

    기 타 9.2

 □ 대다수 기업들은 물류(일관수송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사제품 중심으로 

포장치수, 파렛트 치수 등을 결정

  ㅇKS 포장규격의 사용비율은 11.3%로 매우저조

포장규격 사용비율

적용규격 비율(%)

   회사자체 포장규격 40.9

   일부 KS + 자체규격 27.5

   일정한 규격없음 20.3

   KS 포장규격 11.3

  ※ 자료 : (사)한국파렛트협회, 「파렛트 생산 및 사용실태조사보고서」(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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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은 물류의 첫 단계이자 최종단계로서 물류표준화의 성패를 좌우하

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

  ㅇ물류(일관수송체계)를 고려하여 포장치수를 결정하는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

    - 내용물에 의하여 포장치수를 결정

포장치수 결정인자

결정인자 비율(%)

   내용물 70.3

   파렛트 규격 9.9

   컨테이너 규격 5.5

   차량 적재함 규격 4.4

  ※ 자료 : (사)한국파렛트협회, 「파렛트 생산 및 사용실태조사보고서」(2003. 8)

 □ 디지털․ 로벌 시대의 e-Logistics 구현과 물류표준화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

  ㅇ물류와 정보가 표준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물류시스템은 고비용․저효율

의 물류구조를 더욱 심화

    - 물류표준화는 물류정보화․공동화 등 소프트물류가 구현되어야 가능

 □ 포장․파렛트․컨테이너․지게차․바코드심벌 등 물류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 부족

  ㅇ선진국들은 On/Off간의 연결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 Global Standard 시대에서 국제표준을 고려하지 않는 물류표준화 추진

은 사실상 무의미

  ㅇ국내 기업들의 국제표준화 참여활동이 거의 전무함에 따라 국제규격 작업

의 주도권을 주요 선진국들이 장악

    - 물류관련 최신 국제동향에 관한 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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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요 물류분야에 대한 신속한 표준화 대응부족

  ㅇ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규격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비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

  ㅇ최근 저온저장 유통시스템의 확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수송

포장, 파렛트, 수송차량, 보관창고 등에 대한 신규규격의 제․개정 필요성 

대두

 마. 물류표준화 확대를 위한 대책

 □ 물류설비인증제도의 정착․확산

  ㅇ인증대상업체 : 표준물류 설비 생산․수입․공급업체 및 사용업체

  ㅇ인증대상 물류설비 : ULS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

    - 파렛트,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송․배송설비

    - 파렛타이저, 랙설비, 박스용기, 컨베이어 등 보관․하역설비

    -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 인식기 등 분류․포장설비

    - EDI, 바코드, RFID 등 물류정보화설비

  ㅇ인증기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물류인증설비 생산 및 사용 확산 방안

    - 인증설비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우선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인증물류설비의 조세감면비율 상향조정 및 기간연장

    - 종합물류업 인증시 인증업체에 대한 가점부여

    - 인증설비 및 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강화

 □ 인증설비의 기능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ULS통칙 적용 확대

  ㅇULS통칙 적용 확대를 위한 ULS 통칙개정 추진

    - 운반용기(파레트,적재함등)와 수송수단(트럭,기차등)의 정합성이 확보된 

ULS통칙 마련

    - 국제규격과 부합화, 물류정보화 내용삽입, 철도관련 내용 추가 등

  ㅇULS 통칙 적용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실시 및 홍보강화

    - ULS 통칙 적용기업에 대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시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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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S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확대 실시 

    - ULS 통칙 안내서작성 배포 및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 표준형 파렛트 풀(pool)제 확산

  ㅇ표준형 파레트 사용율 제고 목표 : 27%(01) → 60%(06)

  ㅇ파렛트 풀 시스템을 정착시켜 제조업 및 물류업체가 표준형   파레트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ㅇ이를 위해 파렛트 렌탈기업의 기능강화 추진

    - 파렛트 렌탈 회사의 표준형 파렛트 구입비의 50%이상을 유통합리화 자

금으로 지원

      ․ 지역 거점별로 파렛트 렌탈 회사의 설립과 확산을 촉진

    - 수출입용 표준파렛트의 재수입시 면세 추진

      ․ 수출물품과 동시에 국외로 반출되는 파렛트는 재수입시 空파렛트로  

국내로 회수될 경우 관세 부과

      ․ 파렛트의 동일성(identity)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표준형파렛트  

반출입 총량관리제를 실시하여 면세방안 추진

 □ 환태평양지역 국가물류표준화 협력 강화

  ㅇT-11형 파렛트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환태평양을 통합하는 물류

협력체 구성 

    - 1단계로 한․중․일 물류협의회 구성(1차 회의 : 2002. 3월)

     ․ 한․중․일 3국간 표준파렛트의 공동사용방안, 물류관련 관세 장벽제

거 등 물류협력방안 모색

     ․ 향후, 한․중․일 3국간 물류관심분야에 대한 물류협력을 위해 매년 

물류협의회 개최

    - 2단계로 동북아 물류협력체를 구성하여 동북아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국제적 협의 활동 강화

    - 3단계로 한․중․일을 주축으로 환태평양지역 물류 협력체 구성을 주도

적으로 추진 

  ㅇ한․중․일 물류규격의 통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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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S 통칙 등 각국의 물류관련 국가규격의 통일화 추진

    - 동북아(한․중․일) 3개국의 일관수송용 파렛트 규격의 통일화 추진을 

위한 회의개최 : 2004. 9. 22~9. 24(서울 타워호텔)

 □ 아시아 물류표준 통합체계 구축방안 강구

  ㅇ아시아 관련 국가들과 산․학․연․정 통합포럼운

    - 각국 산․학․연․정의 산업간 정보교환, 국가간 합의문 도출, 기술연구

기관 간 학술발표, 성공 사례발표 등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

적 방안 도출

  ㅇ아시아 주요국가 물류표준화(포장, T-11 등) 보급․현황 조사

    - 아시아 주요국가의 물류표준화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물류표준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화수요 파악

  ㅇ주요 교역대상국의 물류표준화 시스템 구축 지원

    - 각국의 주요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표준화 기술지도실시, 이들 결과를 

각국 산업계에 보급․확산

      ※ 對 중국, 물류정책의 전략적 접근 필요(중국은 물류관련기술 수용을 

적극적으로 원함)

    - 아시아 주요 국가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상호 공유 

  ㅇ통합물류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세계경제권역 아시아지역 무역증가량, 경제성장 추이 등의 분석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등

    - 물류표준 통합체계 구축에 필요한 규격 표준화 작업

      ※ 특히, 항만, 항공, 철도 등에 관한 표준(안) 개발 연구

  ㅇ아시아지역의 환경 및 안전물류시스템 구축

    - 포장재질 및 목재파렛트 등 기타 물류관련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간 교

역의 문제점, 해결 방안 및 정책 개발 

    - 아시아 지역의 수송물류 상의 발생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기술적 제안을 발굴 

  ㅇ국제표준에 적합한 한국․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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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software 기술의 통합 infra 구축

    - 국가간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 수송물류비 절감, 물류 상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문제 해소

  ㅇ국내 물류표준인증제도의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지역국가로의 보

급․확산

    - 물류표준에 대한 아국의 주도적 리드는 아시아 국가들의 물류표준 체계 

통합 유도

    -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아국이 물류 Software의 Hub 역할을 담

당하는 중심 국가로 도약

 □ 국제 물류 표준화 활동 강화

  ㅇ국제표준화(ISO) 회의 적극참여 유도

    - 물류관련 국제표준화 회의에 국내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ㅇ국제물류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ISO, 국제상품코드관리총회 등 물류표준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을 조

사하여 업체 및 관련단체에 전파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국제물류 표준화정보 홈페이지 개설

 바. 기대효과

   1) 거시적 효과

○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 마련

○ 고도화, 국제화된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 국내․외 기업의 원활한 로벌 경제 활동 지원 

○ 고 물류비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2) 미시적 효과

 □ 물류 표준화율 향상 

  ㅇ물류표준화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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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실시전  10%(‘92) → 30%(’02) : 연간 2%씩 증가

    - 인증실시후  35%(‘05) → 85%(’15) : 연간 5%씩 증가

      ※ (’06) 40% (일본 수준) → (‘10) 60%(미국수준) → (’15) 85%이상 (유럽수준)

 □ 물류설비의 기계화․자동화 실현

  ㅇ하역기계화 증가율 65.7%(‘01) → 95%(’15)

    - 인건비 절감 33.2%(‘01) → 15%(’15)

      ※ 물류비의 요소별 비중 : 인건비 33.2%, 연료비 12.9%

 □ 물류시스템의 일관수송체계 확립

  ㅇ화물운송시 낱개(상자)단위를 파렛트 단위로 개선 

    - 파렛트 단위 27.3%(‘01) → 95%(’15)

      ※ ‘01년도  낱개단위 27.9%, 상자단위 44.8%, 파렛트단위 27.3%

 □ 물류표준화 정착으로 연간 물류비 절감(연평균 3∼5%)

  ㅇ연간 물류비 절감 : 3조원(‘05) → 10조원(’15)

    - 국가물류비 94.5조원(‘05) → 141.7조원(’10) → 212.6조원(‘15)

      ※ 국가물류비  ‘91년(26.0조원)∼’01년(67.5조원) 연평균 10.0%씩 증가

 □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표준화 중심국가로 발전

  ㅇ아국의 물류표준이 각국의 국가표준으로 채택

 □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국가 위상 정립

  ㅇ아시아 지역에서 물류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2. 서비스
 가. 개요

  서비스산업은 1차․2차산업에 대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서비

스를 생산하는 3차산업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은 이제 불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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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고 나갈 신성장의 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소프트화’ 현상이 가

속화되면서 과거 제조업을 지원하는 보조산업에 머물던 서비스업이 제조업성

장을 앞장 서서 이끄는 전위산업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이미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도 제조업우위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우위에 의해 판가름난다. 미국은 제조업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금융과 물류 

등 서비스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배가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경쟁력에 치중

해 온 일본과 독일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미국에 뒤지며 이는 전체 국가경쟁

에서 상대적으로 힘겨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표8-3-1>.

<표8-3-1>       각국의 서비스 무역수지(2004년도 기준) 
          * WTO World Trade 2004 서비스 무역통계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도 서비스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에 의하면<표8-3-2> 서비스산업은 2003

년 국내총생산(GDP)의 54.1%, 고용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GDP비중은 미

국 74.4%, 프랑스 74.1%, 일본 66.8%(2000년 기준)에 비해 10∼20% 가까이 

뒤처지며, 고용비중도 미국 78%, 프랑스 71%(200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떨어

지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우리 나라를 100으로 볼 때 미국 221, 프랑스 203, 

일본 205(이상 1995∼1999년 평균)의 절반수준이며 국내 제조업과 비교하면 

63%에 그치는 등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국명   (단위:억달러)

독일 -647

일본 -398

캐나다 -90

한국 -99

프랑스 +139

국 +345

미국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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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3-2>               주요국 서비스산업 현황

    * 한국은 2003, 다른 나라는 2000년 기준

    * 노동생산성은 95∼99년 평균 

  위와 같이 서비스산업이 선진국수준에 크게 미달하면서 2004년도 상품무역

수지는 293억달러 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서비스 무역은 99억달러 적자 다

(WTO World Trade 2004).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적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2002년 7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시장 개방협상에서 144개 

회원국에 개방을 요구한 서비스분야는 모두 12개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부터 통신, 택배, 법률,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분야를 포괄하고 

있다<표8-3-3>.

<표8-3-3>        미국이 개방을 요구한 12개 서비스시장

구분 GDP 비중(%) 고용비중(%) 노동생산성

미국 74.4 78.2 221.2

프랑스 74.1 71.3 203.2

일본 66.8 63.4 205.0

한국 54.1 63.5 100.0

분야 해당 산업 기 타

통  신 통신망사업․부가서비스, 케이블 네트워크 민 화 촉구

금  융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연금, 금융정보서비스 규제투명성 요구

택  배 특별운송, 재고관리 서비스

에너지 에너지 판매․교환․분배, 청정에너지 개발 발전분야 제외

환  경 폐수처리, 공해물질관리, 환경보호사업

유  통 도․소매, 프랜차이즈 완전한 시장접근 요구

교육․훈련 대학, 직업훈련, 평가 초등교육 제외

숙박․여행 호텔․음식점․여행사․여행가이드

전문직 법률서비스․컨설팅 외국인차별 철폐(자격증)

컴퓨터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

광   고 광고기획, 미디어광고

오디오․비디오 화, 홈비디오, 라듸오․TV프로그램,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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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U는 드라이크리닝․다림질․세탁물배달 등 세탁업과 건물청소업, 뉴

스 통신사의 전면 개방을, 중국은 한의사, 뉴질랜드는 수의사, 일본은 부동산

중개업, 호주 등 어권 국가에서는 국내 중등학교 이상 교육시장의 개방을 

요구해오는 등 2002년 8월까지 우리 나라에 서비스시장 개방요구서를 제출한 

나라는 19개국이다. 첨단 업력과 기술을 내세운 기술집약적 업종에 개방 압

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당초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인력집약적인 3D 세 소규

모업종까지 개방의 파고에 직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유럽국가들은 서비스분야 표준화를 자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서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주목해야한다. 유럽에서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대응은 CEN(유럽표준화위원회)의 작업에 각국 표준화

기관이 참가하여 논의하여 왔다. 현재 CEN에는 유지보수(TC 319), 운송서비

스(TC 320), 청소업(TC 328), 관광서비스(TC 329), 건설업체자격(TC 330), 우

편서비스(TC 331), 시설관리(TC 348)  통역서비스(SS A07), 장례서비스(SS 

A08) 등 9개의 기술위원회에서 서비스 관련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그 중 ’

관광서비스‘ 기술위원회에서 작성한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용어‘는 국제표준

(ISO 18513)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1998년 CEN에서 발표한 장기활동계획 

’CEN Strategy 2010'에서는 서비스표준을 향후 중시하여야 할 전략적 작업항

목으로 정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1999년 3월 CEN이 

개최한 ‘21세기를 위한 표준화’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유럽수준, 국가수준

에서 서비스표준화 도입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2002. 9.30과 10.1 양일간에 걸쳐 독일표준협회(DIN) 주관으로 베를린에서 ‘Service 

standard for global markets'이라는 주제로 20여개국 120명의 전문가가 참석

한 회의가 열렸다. 9월 30일에는 199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회 서비스 

표준화‘ 국제회의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 요

소로서 서비스표준, ITC, exhibition management service, medical service, 

quality assessment in regional rail transport, personal financial planning 및 

technical maintenance contracts 등에 관한 것 이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

국주도로 ISO/TC 222(Personal financial planning)에서 진행되고 있는 personal 

financial planner의 자격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6년경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이며, 스웨덴에서 제정되어 북구 5개국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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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technical maintenance contracts에 대한 표준 및 인

증제가 유럽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이다.

  10월1일에는 CEN에서 진행하고 있는 ‘CEN STAR Trend Analysis'를 주제

로 e-government, e-commerce 및 e-learning에 대한 표준화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이 분야들은 표준화가 실현되기까지

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3월 9일, CEN은 European Commission과 공동으로 ‘유럽의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 고, 2004년 5월 11일에는 CEN Open Day를 

개최하여 유럽의 표준화전략과 활동계획을 설명하 다.

  2004년 11월 26일에는 오스트리아 표준협회의 주최로 비엔나에서 서비스표

준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어 서비스 표준화동향, 표준화과정, 서비스표준의 이

용 및 서비스인증의 이점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표8-3-4>                서비스표준화 국제현황

추진기관 분 야 규격수 비고

ISO

자산관리(TC 222), 음용수 및 폐수 

관련 서비스(TC 223), 시장 및 여론

조사(TC 225), 관광서비스(TC 228)  

1종 제정

10종 개발중

CEN
관광, 건설업체자격, 유지보수, 운송, 
청소업, 우편서비스, 시설관리

28종 제정

37종 개발중

프랑스

 AFNOR

이사, 관광, 운송, 장례, 우편, 통신, 
교육 등

127종 제정

30종 개발중

이사, 시장 및 여론조
사 등 25개분야 인증
실시 

오스트리아

ON

운송, 우편, 시설관리, 콜센타, 통역, 관광 

등
73종 제정

콜센타, 통역 등 5개분

야 인증

독일

 DIN

이사, 시장 및 여론조사, 대중교통, 
보안, 의료 등

21종 제정

17종 개발중

교육, e-commerce 등 
5개분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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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를 살펴보

면, 프랑스에서 최초로 제정한 서비스표준은 ‘개인 이사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국내 이사서비스 관련 중소업체가 이사업체가 제공하는 핵심서비스의 

질을 명확히 하고, 프랑스의 전통적인 이사서비스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다른 

유럽 국가의 동종 타사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표준화의 필

성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성립된 것으로 이미 신뢰를 확보한 대형 이사업

체의 반대도 있었으나 결국 중소업체의 목소리가 우선되었다. 현재 이사서비

스 표준은 프랑스규격 뿐만 아니라 유럽표준으로도 제정되어 사용중이며(EN 

12522-1, 12522-2), 이사서비스에 관한  NF 마크(프랑스의 적합성 인증마크)

를 취득한 업체는 1000개가 넘는다. 기타 프랑스에서는 장례서비스, 차량견인 

및 수리, 보안서비스, 가전제품 애프터서비스, 전문교육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

한 서비스규격이 제정되어  사용중이다.

 나. 추진실적

  2004년도에는 공공안내 그림표지 100개를 KS A 0901-4로 추가 제정함으로

써, 우리 국민과 외국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추

진한 공공안내 그림표지 3개년 사업을 완료하 다. 총 300개의 그림표지가 수

록된 CD를 제작하여 사용기관 및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배포하 다. 또한, COEX에서 11월24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된 한국국제사인디

자인전에 참가하여 공공안내 그림표지를 전시하 다.     

  도시화, 핵가족화, 편의주의 확산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업자의 세성과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와 국민의식변화, 사회구조변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나, 노후화된 시설과 서비스 부족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화장장서비

스에 대해 3종(용어,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기반구조)의 KS 규격을 제정하

다. 또한, 거래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에 대해 2종의 규격을 제정하 다. 이외에, 제

조업과 접한 전시(展示)서비스와 보안서비스에 대해 각각 2종(프로세스, 기

반구조)의 규격을 제정하 으며,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현재의 공급자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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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서비스 기반구

조에서는 인력, 시설, 교육훈련, 품질관리, 불만처리 등 사업자의 인프라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개정된 ISO규격으로 산업현장 특히 수출업체에 중

요한 ‘장비에 이용되는 그래픽 심볼’ 2000여개를 KS규격(KS A ISO 7000)으

로 제정하 다. 이로써, 2005년 3월말까지 제정된 총 서비스 규격수는 49종이

다(표8-3-5).  

  국제표준화 활동으로는 2004년 5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SO/TC 

145(Graphical symbols)총회 및 SC 1, SC2 WG(working group)회의에 5회, 7

명이 참석하 다. 2004년 3월에는 ISO TC 145/SC 2/WG 1에서 작업중인 ISO 

7010(공공장소 및 작업장에서의 안전표지)에 우리가 제출한 6개의 안전표지 

(보안경 착용, 귀마개 착용, 비상시 깨고 여시오, 의사 비상 대피소, 맹견주의)

가 DIS로 채택되었다. 또한, ISO 7010에 6개의 안전표지 (사용후 전원차단, 

지 마시오, 앉지 마시오, 머리위 주의, 인화물질경고, 의료용 눈보호대 착용)를

우리 안으로 제출하 다. 2004년 3월에는 TC 225(시장 및 여론조사)의 지위를 

O-member(준회원)에서 P-member(정회원)으로 변경하 다. 

<표8-3-5>               서비스분야 규격현황
규격번호 규 격 명

KS A 0901 : 2001 공공안내 그림표지

KS A 0901-1 :2002 공공안내 그림표지- 공공․일반시설

KS A 0901-2 :2002 공공안내 그림표지- 기타      

KS A 0901-3 :2004 공공안내 그림표지- 제4차 

KS A 0901-4 :2004 공공안내 그림표지- 제5차

KS A 0911 : 2001 관광서비스-호텔 및 숙박시설 -용어

KS A 0912 : 2001 관광서비스-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용어

KS A 0913 : 2003 외식 서비스 -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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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0914 : 2003 외식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15 : 2003 국외여행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16 : 2003 국외여행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17 : 2003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18 : 2003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21 : 2001 이사서비스-프로세스

KS A 0922 : 2001 이사서비스-기반구조

KS A 0923 : 2001 택배서비스-프로세스

KS A 0924 : 2001 택배서비스-기반구조

KS A 0925 : 2003 이륜자동차운송서비스(퀵서비스)

KS A 0927-1 : 2005 카렌탈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27-2 : 2005 카렌탈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31 : 2003 자동차보험서비스-계약서비스

KS A 0932 : 2003 자동차보험서비스-보상서비스 

KS A 0933 : 2003 자동차보험서비스-기반구조

KS A 0934 : 2003 상해보험 서비스 - 계약 서비스

KS A 0935 : 2003 상해보험 서비스 - 손해사정 서비스

KS A 0936 : 2003 상해보험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41 : 2003 무점포판매서비스(통신판매 서비스)

KS A 0942-1 : 2005 텔레마케팅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42-2 : 2005 텔레마케팅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53 : 2003 차량 수리 및 견인서비스-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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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0954 : 2003 차량 수리 및 견인서비스-기반구조

KS A 0955 : 2004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56 : 2004 중고자동차매매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61 : 2002 장례식장 서비스 - 용어

KS A 0962 : 2002 장례식장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63 : 2002 장례식장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64-1 : 2004 산후조리 서비스 - 용어

KS A 0964-2 : 2004 산후조리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64-3 : 2004 산후조리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ISO 7000 :2004 장비에 이용되는 그래픽심볼

KS A ISO9186 : 2001  그림표지-이해성 판단 및 이해도 조사방법

KS A ISO/IEC

 GD41:2001 
포장에 대한 권고사항

KS A 0967-1 : 2004 화장장 서비스 - 용어

KS A 0967-2 : 2004 화장장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67-3 : 2004 화장장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71 : 2004 전시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72 : 2004 전시 서비스 - 기반구조

KS A 0973-1 : 2004 보안 서비스 - 프로세스

KS A 0973-2 : 2004 보안 서비스 - 기반구조

합계 총 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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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진목표

  2005년도 표준화 방향은 기존의 소비자 불만이 많은 소비자 서비스(Consumer 

service)분야에서 자체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향을 미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Business-related service) 분야로 확대 추진

하여, 텔레마케팅 서비스, 카렌탈 서비스, 화물보관 서비스, 단체급식 서비스, 

납골당 서비스 등 15종의 KS규격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장례식장 서비스, 

공공안내 그림표지 등의 제정된 규격의 보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안내 그림표지는 CD를 추가로 제작하여 지

방에 중점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규격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으로는 시설관리 서비스, 제품안전 그림표지 

등 9개 과제를 추진하여 16개의 규격과 20개의 제품안전 그림표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 활동으로는 2004년 P-member로 변경한 ISO/TC 225(시장 및 

여론조사)와 ISO/TC 145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TC 145/SC 1에 제출한 공

공안내 그림표지(ISO 7001)와 TC 145/SC 2/WG 1에 제출한 '공공장소 및 작

업장에서의 안전표지‘ (ISO 7010)에서 우리 안이 채택되도록 WG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우리가 개발한 안전표지가 신규항목에 포함될 경우 우리안을 제

출할 계획이다.

제4절 정보(IT)분야

1. 정보(IT)
 가. 개요

  지식정보지능화 사회의 핵심인 IT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 다. 2004년도 우리나라의 GDP 성장율은 약4.3% 이나 IT분야 

성장률은 8%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IT산업이 우리나라 GDP 견인의 큰 역할

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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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04년의 경우 정보기술산업의 중요성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도 깊이 

각인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의 2005년도 과학기술 시행계획에도 미래 성장엔진 

창출분야의 중요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경우는 IT 839

전략이라는 이름아래 국가차원의 IT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IT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유비쿼터스 생활환경을 

보다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동향

   1) IT산업 Trend

  미래산업의 방향은 어떤 곳으로 나아가며 어떤 제품이 시장을 이끌어 갈지 

아무도 모르나, 첨단자동차, 카메라, 음향기기, 통신기기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산업간 고유업종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여러 종류의 기술이 융

합파생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기능의 형상으로 진화해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 IT기술은 신경망형성 등과 같은 핵심 기술로 이미 활용되고 있으

며, 이제 친환경, 친휴먼, 컨버전스, 유비쿼터스 등을 기반으로 초소형화, 초고속

화, 대용량화, 다기능화 제품들의 출현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2) 시장규모

  2004년도에는 전 세계 IT생산이 다소 부진하여 전년 대비 5.2%의 성장을 

보 으나 올해는 약간 회복하여 6.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소프트

웨어시장은 규모는 작으나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며, IT 

Service 시장은 SI(시스템 통합), 컨설팅, 아웃소싱, 교육 등을 포함하여 지속

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PC시장, 디지털방송 서비스 등의 확

산으로 IT산업의 생산은 연평균 6.2%의 성장을 보여 2008년도에는 12,375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우리나라 IT시장규모는 약 508억 달러로 전세계 시장의 5.2%를 

차지함으로써 전년도 5%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 다. 국내 S/W 시장은 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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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3.3%의 급성장을 보일 것이며  IT 서비스 부문도 7% 이상의 성장을 하

나, 하드웨어부문이 4.6%의 다소 낮은 성장을 함으로써 2008년도 IT시장은 전

세계시장의 4.8%로 국제시장 점유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IT산업 생산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03 ’04 ’05 ’08 평균성장율
IT 서비스 3,822 3,999 4,226 5,105 6.0%

H/W 3,466 3,656 3,898 4,674 6.2%

S/W 1,862 1,974 2,112 2,596 6.9%

계 9,150 9,629 10,236 12,375 6.2%

※ 자료 : IDC (2004. 7) 

<국내 IT산업 생산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03 ’04 ’05 ’08 평균성장율
IT 서비스 50 54 58 72 7.4%

H/W 407 446 473 510 4.6%

S/W 7 8 9 12 13.3%

계 464 508 540 594 5.7%

※ 자료 : Gartner(2004. 10, 한국 IT시장)

   3) 수출현황

  2004년도 정보통신분야 수출은 카메라폰 등 고성능 컨버전스 휴대폰 및 

LCD모니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30.5%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24.4%의 증가를 보 다.

  2005년도 수출은 휴대폰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적인 디지털제품 

수요기반 확대로 22.6%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수입은 13.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04년 수출입 실적 및 ’05년 전망>

구분 ‘03년 ‘04년 ‘05년(전망)
수출(백만불) 35,862 46,814 57,380

수입(백만불) 14,419 17,936 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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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표준화동향

   1) 개관

  ’04년 들어 HDTV, LCD, 휴대전화기, 차세대 DVD 등 IT제품에 대한 표준

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여 표준 선점을 위한 기업간 제휴가 국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표준화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 다.

  표준은 점점 국가를 초월하여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미 인식되어 

Global Market의 선점과 확대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2) 국제표준화동향

    가) JTC1(정보기술위원회)

  JTC1은 ISO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운 하는 기술위원회이며, IT 시스템 

및 툴의 설계와 개발,  IT 상품 및 시스템의 성능과 품질, 상호운 성, IT 시

스템 및 정보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이식성, 통합 도구 및 환경, 

통일된 IT 용어, 사용자 친화적 및 인간공학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등

과 관련되는 국제시장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IT 표준을 개발, 유지관리, 

촉진 및 조성한다.

<JTC1 조직도>

ISO IEC

JTC1

SC2 문자코드 SC24 컴퓨터  그래픽스 SC32 데이터 관리 서비스

SC6 정보통신기술 SC25 정보기기 상호접속
SC34 문서기술 및처리 언

어

SC7 소프트웨어 SC27 정보보안기술 SC35 사용자  인터페이스

SC17 식별카드 SC28 사무기기 SC36 교육정보

SC22 프로그래밍 언어 SC29 멀티미디어 부호화표현 SC37 생체인식정보

SC23 기록매체-광디
스크 카트리지 SC31 데이터 인식



514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회원국 현황>

구  분 국명 및 기관 명

회

원

국

P
members

Australia(SAI), Belgium(IBN), Canada(SCC), China(SAC), Czech Republic 
(CSNI), Denmark(DS), Finland(SFS), France (AFNOR), Germany(DIN), 
Ireland(NSAI), Italy(UNI), Japan(JISC), Korea, Republic Of(KATS), 
Malaysia(DSM), Netherlands, The(NNI), New Zealand(SNZ), Norway(NSF), 
Saudi Arabia(SASO), Singapore(SPRING), South Africa, Rep.Of(SABS), 
Sweden(SIS), Switzerland(SNV), United Kingdom(BSI), USA(ANSI)  (24개국)

O
members

Argentina(IRAM), Austria(ON), Azerbaijan(Azstand), Brazil(SIST), Bulgaria(BDS), 
Colombia (ICONTEC), Cuba(NC), Ecuador(INEN), Egypt(SIST), Estonia(EVS), 
Ethiopia (ESA), Greece(ELOT), Hong Kong(IDHKSAR), Hungary(SIST), Iceland 
(STRI), India(BIS), Indonesia(DSN), Israel(SII), Kenya(KEBS), Luxembourg(SEE), 
Malawi(MBS), Malta(MSA), Mexico(DGN), Mongolia(MNIS), Morocco(SNIMA), 
Peru(INDECOPI), Philippines(BPS), Poland(PKN), Portugal(IPQ), Democratic People's 
Rep. Korea(CSK), Romania (SIST), Russian Federation(GOST R), Slovakia(UNMS), 
Slovenia (SIST), Spain(AENOR), Thailand(TISI), Tunisia(INNORPI), Turkey(TSE), 
Ukraine (DSTU), Uruguay(UNIT), Vietnam, Socialist Rep. Of(TCVN), Serbia 
and Montenegro(SZS) (43개국)

협

력

기

관

Internal
Liaisons

IEC TC100, IEC TC45, ISO TC37, ISO TC39, ISO TC46, ISO TC46 SC04, 
ISO TC68, ISO TC68 SC02, ISO TC145, ISO TC154, ISO TC159 SC04, ISO 
TC171, ISO TC184, ISO TC 204  (14개 기관)

Category 
A

Liaisons
CCE, ECMA, ITU (3개 기관)

Category 
B

Liaisons

APO, BIS, CEPT, CERN, EPO, EWICS, IATA, ICAO, ICSTI, ITU, OMD, 
SGML UG, SITA, SWIFT, UN ESA, UNCTAD, UNECE, UPC, WIPO, WMO  
(20개 기관)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JTC1은 

‘04년도에는 10.25 ∼ 10.29까지 독일(베를린)에서 총회를 개최하 으며 우리 

나라는 동 회의에 5명의 대표를 파견하 다. 동 회의에서 SC24의 의장국으로 

우리 나라가 지정됨으로써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나) JTC1/SC2(문자코드 분과위원회)

  ‘04. 5. 24 ~ ’04. 5. 28까지 중국(성도)에서 개최된 IRG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IRG 제21차 회의 및 WG2 제44차 회의에서 요구한 K4 한자의 source 정보 

중 6자의 source 오류에 대한 수정 조치보고를 하 으며 또한 CJK Ext. C1 

제출한자 574자를 재검토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차기 회의장소

도 우리나라 제주도로 유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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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JTC1/SC6(정보통신기술 분과위원회)

  SC6는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방식의 국제표준 제정, OSI계열 및 

Non-OSI계열응용 프로토콜과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정보의 전달을 가능

케 하는 수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OSI 하위 4계층의 시스템 기능, 절차 및 

매개변수, 사용조건 등에 대한 표준화, 상위계층의 Directory, ASN.1, MHS 관

련 국제표준 제정 및 관리, ITU-T와의 긴 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04.11. 7 ∼ ’04. 11.14까지 미국(올랜도)에서 개최된 WG1회의에서 중국과 

IEEE의 무선 LAN 보안기술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 나라는 중립적인 활동을 

하 다. 한국대표단은 회의 참석전에 중국이 제안한 NP인 WAPI에 대해서 기

술적 검토를 한 바 있다. 무선 LAN분야의 표준화에 있어 미국은 사실상 표준

기구인 IEEE를 통해서 일방적인 표준화를 진행해 왔으나, 중국이 이러한 미

국주도의 표준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SC6

를 통하여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의장국이며 간사국인 우리나라는 2005년 2월에 프랑크푸르트 임시회의를 통해

서 중국과 IEEE의 표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기술검토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중국에게는 실리를 IEEE에게는 명분을 찾도록 하는 중재자적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JTC1/SC6의 위상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를 마

련하 다.

    라) JTC1/SC7(소프트웨어공학 분과위원회)

  SC7은 소프트웨어, 제품 및 시스템 공학을 위한 프로세스, 도구, 기술의 표

준화활동을 하고 있다.

  ‘04. 5. 8 ∼ ’04. 5. 16까지 호주(브리스베인)에서 개최된 총회에 우리나라는 

이단형 위원장 등 7명을 파견하 으며, 특히 신석규 위원은 주로 25030(Quality 

Requirements) 문서검토 소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 으며, 새로이 시

작되는 ISO/IEC 25044: Evaluation process for evaluators 문서의 coeditor로 

위촉되었다. 

  이금석 교수는 지난 Cape Town meeting때부터 25021(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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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tives) 프로젝트의 co-editor로 배정되어, 이번에도 CD투표결과 검토 및 

comment 처리작업과 함께 문서개정작업을 수행하 다.

    마) JTC1/SC22(프로그래밍언어 분과위원회)

  SC22는 명세기법, 공용도구(Common Facilities)와 인터페이스 등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의 환경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04. 9. 6 ∼ ’04. 9. 10까지 우리 나라(제주)에서 개최된 총회에 우리는 김경석 

교수 등 8명을 파견했으며, 동 회의에서는 리눅스 표준화, WG15 폐지 및 

POSIX 자문그룹 신설, WG20 폐지 및 국제화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되었다.

    바) JTC1/SC24(컴퓨터 그래픽스 분과위원회)

  SC24는 Computer Graphics 및 Image Processing에 관한 국제표준화를 추

진하고 있다.

  ‘04. 7. 26 ∼ ’04. 7. 30까지 미국(콜로라도)에서 개최된 총회에 우리 나라는 

김하진 교수 등 6명의 대표단을 파견하 으며 동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WG회의, 편집회의, HoD/C회의 등에 참석하여 National Body Report를 하

고 WG7(정연구, ETRI 팀장), WG8(김성곤, CODIC(주) 사장)의 NP제안을 위

한 예비발표도 하 다.

    사) JTC1/SC27(정보보안 분과위원회)

  SC27은 정보기술의 보안성 요구조건, 보안기술의 관리와 지침개발 및 운

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즉, 정보기술분야에서 요구되는 보

안서비스의 요구조건과 이용지침 그리고 보안기술 프레임웍 구축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타 분과위원회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표준

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 JTC1/SC28(사무기기 분과위원회)

  SC28은 프린터, 복사기, 디지털 스캐너, 팩스 및 상기기기들의 조합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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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사무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04년도에 사무기기분야 기술 및 표준의 국제교류 저변확대와 사무기기 성

능 및 신뢰성 결정의 주요 요소인 잉크, 토너카트리지 수명 결정, 테스트 방법 

등에 대한 기술과 표준의 국내 전파를 위하여 ‘04. 11. 10일 코엑스(아셈홀)에

서 사무기기 국제표준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동 회의에는 한국, 독일, 일본, 

호주 등 9개국 94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Image quality evaluation for 

hardcopy output (Mr. Toshihiko Inagaki, Group Manager, Fuji Xerox, 

Japan), Digital Halftoning for Printers and Copiers(김춘우 교수, 인하대) 등

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우리 나라 사무기기관련 표준화 노력 및 기술소개 등으로 태국, 필리핀, 인

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에 대한 우리 기술의 이미지 쇄신에 긍정적 효과를 

얻었고,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인 사무기기 칼라 매니지먼트 및 토너, 

잉크 등의 수명결정기준 등에 관한 기술동향 파악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 JTC1/SC32(데이터관리 서비스 분과위원회)

  SC32는 "etamodel 상호운용성에 대한 프레임웍"과 "Metadata Registry"에 

관한 표준화, Metadata Registry와 관련한 표준화, Meta Model Framework를 

추진하고 있다

  ‘04. 7. 26 ∼ ’04. 7. 30까지 중국(서안)에서 개최된 총회에 우리 나라는 백

두권 교수 등 4명의 대표를 파견하 으며, 동 회의에서 대표단은 ISO/IEC 

15944에 관한 편집회의에 참여, Registry Federation을 위하여 ebXML 아시아 

위원회와 공동으로 서브 워킹그룹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 개진, 국내 Metadata 

Registry 현황에 대한 발표, ISO/IEC 11179-3의 개정에 대하여 version 2와 

version 3의 동시 개정안에 동의함으로써, 두 표준안이 다른 표준안에 미치는 

향에 관한 의견을 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표준활동을 하 다.

    차) JTC1/SC36(교육정보 분과위원회)

  SC36은 학습(Learning), 교육(Education), 훈련(Training)의 역에 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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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에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04. 3. 8 ∼ ’04. 3. 12까지 캐나다(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총회에 우리 나라

는 곽덕훈 교수 등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 으며, 동 회의에서 일본주도로 

WG2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 "Collaborative Workplace", "Agent to Agent", "Learner 

to Learner" 중 "Agent to Agent" 프로젝트 수행의 부진함을 이유로 우리 나

라가 프로젝트 editor와 co-editor를 맡아 수행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이에 

대부분의 국가대표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으나 미국측에서 모든 P-Member 들

에게 컨비너가 각국의 의견을 확인한 후 차기 아일랜드 더블린 Plenary 

Meeting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동 제안을 WG2의 Resolutions에 포함

시켰다.

  또한 우리 나라는 e-Learning 관련 표준화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

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각국 대표들의 참석을 요청하 고, 각국 대표들은 적

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득하는 성과도 올렸다.

  04년 들어 2번째로 ‘04. 9. 12 ∼ ’04. 9. 17까지 아일랜드(더블린)에서 개최

한 총회에는 손진곤 교수 등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하 으며, 동 회의에서 캐나

다 회의시 논의된 일본주도 프로젝트 "Collaborative Workplace", "Agent to 

Agent", "Learner to Learner"의 editor와 co-editor를 이인숙 교수(세종대) 및 

(주)아이링크스쿨 한태인 박사가 수행토록 결정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손진곤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우리 나라 사이버대학교에 적용되

고 있는 기술에 대한 "A Learner Information Profile Model for Higher 

Education in Korea"를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3) 국내 표준화동향

    가) 국내표준화조직 및 현황

  국내 표준화 조직은 ISO, IEC 정보기술관련 55개 TC/SC에 대응한 44개 전

문위원회(전문위원수 : 603명)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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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분야 TC/SC 현황 >

구분 총계
TC SC

계 P O N 계 P O N
ISO 25 9 7 2 - 16 9 6 1

IEC 12 6 2 4 - 6 3 3 -

JTC1 18 1 1 - - 17 17 - -

계 55 16 10 6 - 39 29 9 1

  2004년 말 IT관련 국가규격수는 작년(1,530종) 대비 16%증가한 1,782종이며 관

련 국제규격 총 2,304종중 1,631종을 도입함으로써 71%도입율을 보이고 있다.

< 국가규격 현황 >

분  야 규격수
 국제규격
대응KS수

관련국제
규격수 부합화율

계 1,782 1,631 2,304 100

정보산업분야 1,406 1,297 1,926 100

e-비즈니스분야 376 334 378 100

  KS규격 제․개정 등에 의한 확충은 년초 계획대비 100% 달성하 다

< KS규격 정비 및 확충 >

                                                        (단위 : 종)

구분 제정 개정 폐지 확인 계

계획 265 40 12 55 372

실적 265 42 13 53 373

    나) 국내표준화 활동

  JTC1 총회 등 81회 국제표준화회의에 아국대표단538명(외부전문가 : 489명, 

우리 원 직원 : 49명)을 파견하 다. 

  국제규격에 우리의 기술을 반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분야에 6종의 규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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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MPEG분야에 15건의 기술을 제안하 으며, 국제규격 작업중에 있는 LBS

관련 규격 1종과 ECTP관련 규격 4종 등 총10종에 대한 규격을 연구검토하 다

<제안규격>

분  야 규 격 명 제 안 자 비고

IEC/TC100 
이종네트워크간 데이터전송을 위한 공통프로
토콜(Common communication protocol for 
genetic linkage on heterogeneous networks)

정광모

(전자부품연구원)
NP등록

ISO/TC215 약물 부작용 전자보고 시스템표준(Electronic 
reporting of adverse drug reactions)

신현택

(숙명여대)
NP등록

ISO/TC215 약품명과 약품 전산코드의 표준
(Medicines Terminology and Coding)

신현택

(숙명여대)
발표

JTC1/SC25 홈네트워크 기기의 주소할당기법
정광모

(전자부품연구원)
발표

JTC1/SC24

SEDRIS 사용 단순화 맵핑방법

(A mapping method to simplify the use 

of SEDRIS)

김성곤,권 수

((주)코딕)
발표

ISO/TC204 교차구간황색경보시스템
문 준

(교통개발연구원)
발표

<연구 검토규격(진행중인 규격)>

분  야 규 격 명 제 안 자 비고

JTC1/SC6 ECTP(기능향상 전송 프로토콜 : Enhanced Communication 
Transport Protocol)관련 4건

강신각
(ETRI, 책임연구원) WD

ISO/TC211 대중교통 위치정보 서비스 표준(Multimodal Location 
Based Services for Routing and Navigation)

김창호
(서울대, 교수)

CD

JTC1/SC7 요구공학 툴의 요건
(Requirement Engineering Tool Requirement) 

한국/스페인
공동제안

이단형(정보통대),
이병걸(서울여대)

AWI

IEC/TC100
이종네트워크간 데이터전송을 위한 공통프로
토콜(Common communication protocol for 
genetic linkage on heterogeneous networks)

정광모

(전자부품연구원)
AWI

ISO/TC215
약물 부작용 전자보고 시스템표준(Electronic 
reporting of adverse drug reactions)

신현택

(숙명여자대학교)
AWI

JTC1/SC2 한국우편번호 줄임표
안대혁(한국마이크

로소프트)

기술반

(AWI)

JTC1/SC27
정보기술-보안기술-메시지 복원형 디지털 서
명 기법-제3부:이산대수기반 메커니즘 이필중(포항공대)

기술반

(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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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 반 을 위해 제안한 기술>

분 야 기술내용 제안기관

MPEG4
 ISO/IEC 14496-16

( 상기반표현압축기술)’ 4가지 기술
삼성종합기술원

MPEG7

 ISO/IEC 15938-3

(컨텐츠 세부내용지정 서술자) 

6가지 기술

삼성종합기술원/NEC/한양대/유라비

젼/KT/세종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국대/ICU

MPEG21 ISO/IEC 21000-7

(디지털아이템 적용) 21가지 기술

ETRI/강원대/서울시립대/세종대/서

울대/인터정보/한국정보통신대학교

/ICU/KBS/LG전자/전자기술원/삼성

종합기술원

JTC1/SC2 한국우편번호 줄임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JTC1/SC27

정보기술-보안기술-메시지 복원형 

디지털 서명 기법-제3부:이산대수기

반 메커니즘

포항공대

  컴퓨터 그래픽스 국제기술위원회 의장으로 김하진(한림대) 교수가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디지털시스템 인터페이스분야 국제간사로 

이재  교수(한국산업기술대)가 선임되었고, 정보통신기술분야 JTC1/SC6/WG7의 

Convener로 강신각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선임되어 2005년도부터 활동

을 하게 되었다.

<국제의장 및 국제간사 수임현황>

분야 수임직책 성명/소속 비고

JTC1/SC24

(컴퓨터 그래픽스)
SC임시의장 김하진/한림대학교 2004.10

IEC/TC100/TA4
(디지털시스템인터페이스)

SC 간사 이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04.1

JTC1/SC6/WG7

(정보통신기술)
WG 의장 강신각/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11

  JTC1/SC22(프로그래밍 언어)국제표준화총회 등 13개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JTC1/SC29(멀티미디어)국제표준화

총회 등 3개 국제회의를 유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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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회의 개최현황>

정보화 사무기기 표준화 국제

세미나
2004. 11. 10 10개국 94명 COEX(서울)

JTC1/SC2/IRG(한자) 

국제표준화회의

2004. 11. 29

∼12. 3
7개국 47명 오리엔탈호텔(제주도)

ISO/TC37/SC4

(언어자원관리)회의
2004. 2. 3∼6 8개국 38명 스웨트호텔(제주)

JTC1/SC37(생체인식) 총회 

및 WG 회의
2004. 6. 21∼25 16개국 100명 메리어트호텔(서울)

ISO/TC68/SC4 (증권) 

국제표준화 회의
2004. 9. 20∼21 17개국 32명 워커힐호텔(서울)

JTC1/SC31/WG4 (RFID for 

Item Management) 국제표준

화 회의

2004. 9. 21∼24 10개국 30명 메리어트호텔(서울)

RFID 로벌 표준 및 산업동

향 국제세미나
2004. 9. 22 4개국 385명 메리어트호텔(서울)

국제 e-비즈니스 상호 

운용성 컨퍼런스
2004. 12. 08 2개국 100명 섬유센터(서울)

회의명 회의일자 참가규모 회의장소

텔레매틱스 산업동향 및 표준

화 국제 워크샵
2004. 6. 29 4개국 150명 국토연구원(안양)

JTC1/SC22(프로그래밍언어) 총회 2004. 9. 6∼10 6개국 29명 오리엔탈호텔(제주도)

APAMI WG Standards, 

Asia IC Card Forum Health 

card Standard Meeting

(아시아 태평양 의료정보 국제

표준화회의)

2004. 10. 7∼9 6개국 35명 오리엔탈호텔(제주도)

IEC/TC100

(멀티미디어시스템)
2004. 10. 13∼22 15개국 90명 롯데호텔(서울)

ISO/TC211/WG8

(위치기반서비스)

2004. 10. 30

∼11. 2
5개국 15명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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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회의 유치>

회의명 회의일자 참가규모 회의장소

JTC1/SC29/WG11 MPEG

(멀티미디어부호화)회의
2005. 4. 18∼22 400여명 파라다이스호텔(부산)

JTC1/SC29

(멀티미디어부호화) 총회
2005. 4. 25∼26 40여명 파라다이스호텔(부산)

ISO/TC204/WG3(교통정보/데

이터 베이스)회의
2005. 7. 18∼222 40여명

리츠칼튼호텔

(서울)

  

  적극적인 금융정보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Non Member인 ISO/TC 68/SC 

7(은행일반)에 대하여 P Member로 지위를 격상하 으며 또한 국제투표문서

는 이종네트워크간 데이터전송을 위한 공통프로토콜(IEC/TC100) 등 727건을 

처리하 다.

2. PLC(전력선통신)
 가. 개요

   1)전력선통신 개요(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이란? 전기 콘센트, 즉 전력선만으

로 초고속 인터넷과 전화접속이 가능해 음성․문자데이터․ 상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 PLC기술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 인터넷 전화, 홈네트워킹․홈뱅킹 등 다

양한 분야에까지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통신케이블 또는 전화선 등 

인터넷 케이블이 필요없는 가정, 사무실의 컴퓨터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버(server)와 모뎀(Modem)이 달린 제품이라면 어떤 가전기기로도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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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초 한국전력공사가 주축이 되어 설치비와 유지비가 비싼 광통신케이

블, 동축케이블, 전화선 대신 전기선을 통신선으로 활용하여, 고속 인터넷 접

속을 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모뎀의 시제품을 세계최초로 개발하 다.

  PLC는 전송속도에 따라 저속, 중속 및 고속으로 구분된다. 

저속 PLC 중속 PLC 고속 PLC

- 전 송 속 도 :  9.6Kbps미만  1Mbps미만   200Mbps

- 주파수 대역 :  10KHz∼450KHz  10KHz∼450KHz  0.5MHz∼30MHz

- 활 용 분 야 :  전기기기제어  전기기기제어, 통신  인터넷, 통신, 제어

   2)신호전송방식

  PLC기술은 전력선내에 반송파(carrier wave․신호를 실어 나르는 전파)를 

통해 통신용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광케이블 등 기간통신망이 잘 구축돼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광케이블이 끝나는 곳에서부터는 어디에나 전력선을 통해 

네트워크접속이 가능하다.

  100∼220V 대역의 저압전력선을 통한 PLC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전

신주에 달린 PLC 라우터가 고유주소인 HA(Home Adress)를 부여해주고 주

택 외부의 PLC커플러는 전력선에 담겨 들어온 통신신호를 분리해 낸다. 이 

통신신호는 가정내의 PC, 가전제품내에 들어있는 PLC모뎀을 통해 최초 송신

단계의 신호로 복원된다.

[그림8-4-1] 전력선통신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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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통신기술의 장/단점 비교

기술 비용
통신
케이블

장점 단점

PLC 낮다
필요없음
(전력선 
이용)

- 기설치된 전력선의 이용으
로 저렴한 설치 비용 

- 설치가 용이
- 전력망 관리, 정보가전 등 

다양한 응용시장 하부 네
트워킹 가능

- 아직 증명되지 않음 
- 변압기에 연결된 가입자수의 향

을 받음

광케이블 높다 필요
- 최고 품질.
- 안정적인 네트워킹 
- 가장 넓은 대여폭

- 매우 비싸다. 
- 집약적 케이블 설치 필요 
- 하부 네트워킹 어려움

XDSL 높다
필요없음
(전화선 
이용)

- 넓은 대여폭. 
- 어느 정도 안정적 
- 케이블 설치가 필요 없을 

수 있음. 

- 통신망의 품질이 좋아야함 
- 망의 품질에 따라 서비스 좌우 
- 하부 네트워킹 어려움 
- 고객과 전화국 사이의 거리 제한

케이블 
모뎀

중간 필요
- 어느 정도 안정적
- 넓은 대여폭

- 가입자/이용자의 수에 따라 속도 
급격히 저하 

- CATV망이 없는 경우 선로공사 
필요 

- 보안성이 낮음 
- 하부 네트워킹 어려움 

LMDS 높다 필요없음
- 쉬운 접속. 
- 하부 네트워킹 가능

- 별도의 케이블 불필요
- 아직 개발 단계에 있음 
- 높은 장비 비용

   4)시장전망

  저속 PLC는 인터넷 정보가전, Home Networking, HA (Home Automation), 

수용가 원격검침, 산업자동화, 배전자동화, DLC(Direct Load Control) 등 주로 

제어용으로 사용되며, 이미 아파트의 홈네트워크에 적용되어 시범단지가 조성

되어 있고, 향후 건설될 대부분의 아파트의 댁내 또는 오피스빌딩의 네트워킹

용으로 저속PLC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속 PLC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과 같이 초고속 인터넷망의 인

프라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보다는 댁내기기를 상호연결 시켜

주는 홈네트워크의 시장성이 큰 반면, 유럽, 중국 등 아직 초고속 인터넷망의 

인프라구축이 부진한 국가에서는 별도의 통신선구축이 필요없는  PLC기반 통

신망접속 시스템분야의 시장비중이 매우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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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고속 PLC 예상 사용가구수(DS2사 자료, 2004.3)

      - 아  시  아 : 2,400만 가구

      - 북      미 : 1,960만 가구

      - 유      럽 :   800만 가구

 나. 기술개발동향

   1)해외동향

  미국은 전기기기의 단순제어용 저속 PLC제품과 일반적인 데이터통신(CEBus, 

Lonworks)용인 중속 PLC 제품을 이미 상용화 하 으며, 최근 최대 100Mbps 

전송속도를 갖는 홈네트워크용 초고속 PLC 제품을 개발중에 있다(Intellon, 

Enikia, Inari 주도).

  유럽은 ‘98년초에 Nortel( 국)이 유럽 최초로 1Mbps급의 중속 PLC 제품을 

개발하 고, 최근 Ascon(스위스), Itran(이스라엘), DS2(스페인)를 중심으로 최

대 200Mbps급의 홈네트워크용 초고속 PLC 제품을 개발중에 있다.

  일본은 자동원격검침, 보안, 홈오토메이션 등에 적용되는 저속, 중속의 PLC

제품을 상용화하 고, 2002년 2월말부터 PLC 시범마을을 운 중이다.(동경 외

각지역 300가구)

   2)국내 동향

  아파트의 원격검침, 자동제어 등 전력제어위주의 저속 PLC제품은 이미 상

용화하여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운 하고 있으며, 최근 

LG, 삼성, 한국전력, 젤라인, 플레넷, 피엘콤 등 50여개 관련업체가 인터넷 및 

데이터 통신 등이 가능한 홈네트워크용 고속 PLC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상품

화직전 단계에 있다. 

   ※ 국내 기술개발연혁

     - 1941년   : 최초로 송전선을 이용하여 한전 변전소간 전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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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대 : 가정, 소규모 빌딩의 원격검침, 전기기기 자동제어 등을 위

한 저속데이터(9.6Kbps미만) 통신 시도 

     - 1990년대  : 중속(1Mbps미만)의 전력선통신전용 모뎀개발 착수(한전위주)

     - 1999년   : 10Mbps급 고속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전력선통신 시스템개

발 착수

     - 2004년   : 하반기 20Mbps급 PLC제품 상용화 완료

     - 최근 젤라인에서 최대 200Mbps급 PLC 모뎀칩을 개발중에 있음

 다. 표준화동향

   1)국제표준

  ISO, IEC에는 PLC표준화 추진을 위한 TC 또는 SC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

며, 관련 표준제정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력선통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IEEE 등 민간표준화 단체가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의 민간표준화 현황>

미  국 유  럽 일  본

- 표준화단체 : Home Plug Alliance  PLC Forum   Echonet Consortium

- 설립연도  : 2000.4  2000.3  1997.12

- 중점 분야 : 홈네트워크  가입자 접속 기술  홈오토메이션/보안

- 진행 사항 : Home Plug V1.0

(2001.12) 

 주파수제도 및 법적   

 문제 집중

 Echonet V3.0

 (2002.8)

- 참여 기업 : Intellon, Motorola등 

50여개

 Ascon, DS2등   

 60여개

 마쯔시다, 미쓰비시등   110

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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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가능한 국제표준화 기구>

            TC/SC명          적용범위

- IEC TC57(전력시스템 제어)    : 전력장비의 전력흐름 감시

- IEC CISPR I(전자기적합성)       : PLC 장비의 전기자기적합성

- ISO TC184 SC5(산업자동화 구조 및 통신)   : 산업용기기간 제어 및 통신

- JTC1 SC6(정보통신기술)       : 정보통신용 프로토콜

- JTC1 SC25(정보통신기기 상호접속)  : 홈네트워크 기기간 상호접속

   2)국내 동향

  저속 PLC표준화는 관련업체들이 서로 다른 모뎀을 기반으로 상용화한 상태

이므로, 표준화를 위해 상용화된 하드웨어를 변경할 경우 기 투자된 개발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4. 12월에 타사 제

품간 100% 상호호환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통신을 위한 상호운 성은 보

장을 위해 모뎀을 제외한 프로토콜만 실증시험을 통해 표준화하여 KS규격

(KSX4500-1 : 정보기술-홈네트워크-전력선통신(PLC)-이종 모뎀환경에서 댁

내기기 제어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명세- 제1부: 일반

요구사항)으로 제정 고시하 다.

  고속PLC 표준화추진을 위해 2005. 3월 “고속PL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

여 본격적인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2005년 12월까지 국가표준(안)을 개발

하여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 및 Test bed를 통한 실증시험을 거친 후 KS

규격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라. 향후 전망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저속 PLC가 홈오토메이션이라는 확실한 시장분야를 

가지고 있고, 이미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KS규격이 제정

된 상태이므로 건설업체 및 가전업체들을 중심으로 저속 PLC 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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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PLC는 유선 홈네트워크용으로 채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마추어 무

선국(HAM), 단파 라디오방송 등 기존 사용주파수 대역과 중복 및 주파수 규

제(0.5MHz∼30MHz 대역 대한 전파법), 시장전망의 불투명, 무선통신 방식과 

연계성 부족, 통신 신뢰성있는 고속 모뎀이 개발되고 있지 않고,  댁내 전력부

하변동으로 인한 안정성 부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전력선망을 이용해 별도의 배선이 필요치 

않은 PLC기술은 소비자들에게나 사업자들에게나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한 설치와 저렴한 통신망 구성비용의 장점을 토대로 통신의 신뢰성을 확

보하고 표준화를 이끌어낸다면 PLC는 미래의 통신기술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

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3. 보건의료정보

 가. 개 요
 

  보건의료정보(Health Informatics)는 정보통신기술을 의학, 생명공학 및 보건

의료분야에 적용하여 연구와 교육전반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환자진료에 유

용하게 사용함은 물론 진료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총칭한다.

  보건의료정보는 미국에서 1960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구미 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의료산업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선

진국 및 중진국, 특히 미국, 캐나다, 국, 호주, 독일, 네덜란드,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국가적인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즉 각 의료기관의 전산화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언제나, 어

디서나” 의료체계와 접근할 수 있는 전자보건의료 (e-Health 또는 u-Health)

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하 다. 따라서 수년내에 보건의료정보산업의 더욱 획기

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보건의료산업의 시장규모는 선진국에서 국가총생산의 약 8∼14%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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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복잡하고 큰 산업의 하나로 되어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보

건의료의 세계적인 시장규모는 20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보건의료정보산업 시장규모는 유럽연합에서만 연간 약35조원에 이르며 전 세

계적으로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보산업의 급성장은 시민의 건강 및 진료정보를 진료현

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의료사고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건

강증진을 촉진시키려면 보건의료정보기술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보를 진료현장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 분야의 표준화가 필요하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 표준화된 보건의료

정보 체계를 구축, 사용한다면 보건의료산업에 연간 최소한 20조원의 비용감

소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보산업은 1980년대에 활성화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에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 으나, 1997년의 국가경제위기(IMF사태)를 

거쳐 2000년의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낙후되었다. 현재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억원 내외로 30여개의 기업체를 활성화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태이며 미

래를 대비한 국가적 활성화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의 당면문제는 보건의료에 응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적용의 표준화

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란 각종 정보시스템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통신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신주체간의 규약(a set of communication 

protocols)을 합의․통일시키는 것이다. 정보통신에 있어서 다양한 통신방식과 기

술응용으로 개발된 제품간의 이식성(portability), 확장성(scalability),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의 문제가 발생하여 통신서비스의 보급과 이용에 제약을 가하므

로 통신표준화의 목표는 전술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정보산업의 국제화

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보의 경우 표준화의 근본 목적과 취지

를 오해하는 이는 거의 없다. 다만 표준화의 적용을 받는 사례는 보험심사평가원

에 제출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보험청구 이외에는 거의 없어 실

무와 무관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표준화로 인한 불이익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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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시점에 도달하 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보의 경우 임상적용분야는 각기 독립적으로 운 되는 의료 관련

기관의 산만한 연계와 다양한 임상응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보건의료정보의 교환 및 공유의 문제도 

국제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표준을 개발하여 특히 보건의료정

보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는 다음 4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 산업 표준 (Industry standard)

  임상검사정보시스템 개발과 같이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기업에서 개발의 편이를 위해 표준안을 개발하여 상호동의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최근 의료 상저장 관리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의 도입으로 국내에서 그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DICOM(Digital 

Image Communication in Medicine)은 미국방사선과학회와 관련기업이 공동

으로 개발한 것으로 산업주도형 표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ISO와 협약을 맺어 국제표준으로 변환하는 단계에 있다.  

   2) 사실표준 (De facto standard)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MS Windows) 제품처럼 사회 전반에 이미 널

리 보급된 경우 이를 표준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며 시장형 표준(market 

standard)으로 부르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응용프로그램이 보건의료정보

에 확산 사용되고 있다.

   3) 정부표준 (Government-mandate standard)

  미국의 보건의료 예산관리처(CMS :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구 HCFA,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와 같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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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보험청구  및 개인 비 정보보호 표준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4) 사용자합의형 표준 (Consensus standard)

  정보사용자 및 산업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개발된 개방형 표준

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보건의료정보 표준의 개발방식이다. 임상의료정보의 교

환을 위해 개발된 HL7(Health Level Seven)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표준인 한국산업규격(KS)과 국제표준(ISO)도 이에 속한다. 

  최근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의공학-의과학적인 연구의 전략산업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는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산화된 보건

의료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책 및 행정자료로 이용

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전국에 보급되어 사용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의

료기관간 환자정보의 교환과 공유의 정보기반시설로 이용될 경우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각 병원 및 의료기관간을 연결할 초고속 정보망이 가동되면 우리에

게 공개될 정보의 양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교환과 공

유만이 재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극대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

유는 표준화된 규격을 적용해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개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에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정보시스템도 표준

규격에 따르지 않으면 부실한 시스템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보건의료정보망의 효율적 구축과 적용을 위한 의료정보표준안이 확립되

어야 하며, 현재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술위원회

를 구성하여 1998년부터 보건의료정보의 국제표준제정 및 출판을 추진하고 있

다. 의료의 국제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나라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보

건 의료정보표준사용과 국제표준의 차이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미래 보건의료정보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제 의료정보 표준화동향

   1)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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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148개 국가의 표준기구의 연합체로 국제교역과 경제협력을 목적으

로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ISO에서는 

국제표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ISO 

IS(International Standard) : 국제표준, ISO/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 표준분과 합의사항, ISO TS(Technical Specification) : 표준분과 기술적 합

의사항, ISO TR(Technical Report) : 표준분과 기술보고서, ITA(Industry Technical 

Agreements) : ISO 워크샾에서 산업관련 합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국제표준의 각국에서의 적용은 각국의 표준개발기관(SDO,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활동중인 SDO는 

다음과 같으며 이 장에서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표준의 국

제적인 개발통합을 전담하고 있는 ISO/TC 215의 활동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ISO/TC 215의 활동과 상호 접한 연관을 가지고 국제표준개발에 협조하고 있

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표준화기구 보건의료정보 기술위원회 (ISO/TC21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 Technical Committee 215, 

Health Informatics)

    나) 유럽표준기구 보건의료정보 기술위원회 (CEN/TC251)

        (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 Technical Committee 251,    

Health Informatics)

    다) 미국 국가표준원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라)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

       (Institute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마) 미국 재료시험학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바) Health Level 7

    사) 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등 각국의 표준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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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의 표준개발을 위한 MEDIS-DS (MEDical 

Information System - Development Center)를 전담기구로 하여 진료기록, 임

상병리기록, 상기록 등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2) 국제 보건의료정보 기술위원회(ISO/TC 215, Health Informatics)

   ISO/TC215는 ISO 산하 188개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중 하

나로 보건의료정보 표준을 개발하는 위원회로서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하

다. 시장의 세계화, 보건의료정보의 지역내 및 세계적 공유활성화 및 보건의료

정보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설립으로 유

럽표준기구(CEN)의 역할 변화, 특히 TC 215 (Health Informatics)는 보건의료

정보표준의 지역화로 인한 변화와 업체들로 구성된 표준화 컨소시엄의 역할변

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04년 현

재 ISO/TC 215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가) 의장 : 곽연식 교수(한국, 경북대) (수임기간 :  2003∼2006년까지  )

    나) 간사국 : 미국 ANSI 

    다) 간사 : Audrey Dickerson (미국, HIMSS,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Society)  

    라) WG그룹별

     ㅇ WG 1 : 전자의무기록 (Health records and modelling coordination)

        - Convenor : Don Newsham, Canada

     ㅇ WG 2 : 보건의료정보 메시징 및 전송 (Messaging and communication) 

        - Convenor : Melvin Reynolds, UK

     ㅇ WG 3  보건의료전문용어 (Health concept representation)

        - Convenor : Christopher Chute, USA 

     ㅇ WG 4 : 정보보안 (Security)

        - Convenor : Ross Foster, Canada

     ㅇ WG 5 : 건강카드 (Health cards)

        - Convenor : Juergen Sembritzki, Germany

     ㅇ WG 6 : 전자투약처방 및 약무 (Pharmacy and medication relat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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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venor : Ray Rogers, UK

     ㅇ Liaison B DICOM (Representative: Nicholas Brown, UK)

     ㅇ Task Force : 소비자관련정책 (COPOLCO, Consumer Policy Committee)

     ㅇ Task Force : 전자보건의료정보 (e-Health)

    마) 회원국('P'member bodies)

     ㅇ P-member :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미국, 벨기에, 설비아/크로아시아, 스웨덴, 스페

인, 아일랜드, 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케냐, 터키,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2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ㅇ O-member : 표준화작업에 참관인 자격으로 현재 몽고공화국, 스위

스, 싱가폴, 아르헨치나, 에콰도르, 이스라엘, 인도, 중국, 짐바브웨, 체

코, 태국,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등 14개국이다. 

  ISO/TC 215의 표준화활동은 독립된 여러 보건의료정보 시스템간에 상호운

용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의 호환성을 보

장하며, 중복된 노력과 반복작업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정보분야의 표준화작

업을 지원한다. 

  그러나 다음은 ISO/TC 215의 표준화작업 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의료의 임상실무, 즉 환자진료의 표준화

    나) 표준화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의

    다) 의학지식의 표준화(단, 보건의료지식의 표현과 교환은 ISO/TC 215 

작업 역에 포함됨) 

    라) 보건의료분야 수행정도의 표준화 (단, 수행정도의 비교자료의 표준화

는 포함됨)

    마) 시스템과 기기내부 작동의 표준화 (단, 자료의 구조와 시스템 및 기기 

출력자료의 표준화는 ISO/TC 215 작업 역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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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의료정보 기술위원회 작업반 (ISO/TC215 Working Group)

    가) WG 1 : 전자의무기록 (Health Records and Modelling Coordination)

     ㅇ 작업 역 :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기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건

의료란 매우 광범위한 정의로 건강유지와 모든 진단 및 치료유형을 

포함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과 기술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보건

의료의 기록에 관한 표준화를 다룬다. 표준은 적절한 정보를 진료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때와 장소에서 적절히 사용가능하게 하며, 보건

의료 소비자의 참여를 돕고 임상, 공중보건, 연구, 행정기능을 가능하

게 한다. 의무기록이 환자진료와 건강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

라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WG에서 다루는 보건의료정보의 일반적 

개념모형의 표준과 관련된 보건의료정보를 통합할 것이다. 이러한 표

준개발작업은 다른 WG에서 작성되는 표준과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나) WG 2 : 보건의료정보 메시징 및 전송 (Messaging and Communications)

     ㅇ 작업 역 : WG2에서는 메시지전달과 자료교환에 관한 통신표준을 다

루고 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교환목적과 교환항목, 메시지통신의 개

념과 정의 및 개념표현의 필수적인 자료요소, 교환형태를 표준화하고 

있다. WG1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정의된 보건의료정보와 의무기록의 

개념적 모델을 준수하며, 다음의 세가지 역의 표준을 개발한다.  

       - 임상자료 메시징 : 전 세계인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건강관련 서

비스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실체에서 또는 실체

간에 자료교환을 위한 표준

       - 의료장비 접속 : 보건의료관련 자료의 교환을 지원하는 의료기기와 

장비간 및 의료기기와 보건의료정보 체계간의 자료교환을 위한 표준 

       - 의료보험 및 환자진료 행정자료 메시징 : 보건의료서비스 실체 내 또

는 실체간, 이들 실체와 지원기관, 소비자와 같이 재정을 부담하는 파

트너간 자료교환을 위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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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WG 3 : 보건의료전문용어 (Health Concept Representation)

     ㅇ 작업 역 : WG3의 작업범위는 건강개념을 표현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표준에는 건강개념의 표현과 기술을 위한 모형; 이 것을 

전문용어와 관련 시스템내에서 조직화하는데 필요한 원칙(통제된 임

상 전문용어와 분류체계 포함); 그리고 이들을 전자보건의무기록에 

활용할  때 야기되는 현안이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분야를 다루기 

위해 WG3은 메타-용어체계를 포함하는 표준 - 즉, 전문용어와 관련 

시스템의 구조 (의미 모형 포함) 개발, 기능 구현, 분산 평가, 용어와 

관련체계의 활용 (건강기록, 메시지 전달과 같은 관련 정보와의 호환

성 포함) 등을 개발하고 채택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문용어체계의 

내용자체의 구축, 지지, 유지보수 (편집환경, 변화의 갱신, 관리포함)

의 세부사항은 제외하며, 전문용어와 통계분류체계 사이의 맵핑

(mapping)을 포함한 통합 기전이 포함된다. 

    라) WG 4 : 정보보안 (Security)

     ㅇ 작업 역 : 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의 신뢰

성, 가용성, 무결성 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적 측면, 사용

자의 책임, 보건의료분야에서 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의 표준을 정하며 

그 실행방법의 표준도 작성한다. 

    마) WG 5 : 건강카드 (Health cards)

     ㅇ 작업 역 : WG5는 ISO/IEC 7810에 적합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카

드를 보건의료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WG5는 자료구

조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다. WG5는 환자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정보체계에서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기록을 연계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즉각 이용할 수 없는 보건의료자료세트의 의학적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둔 환자자료카드에 초점을 둔다.

    바) WG 6 : 전자투약처방 및 약무 (Pharmacy and medication related business)

     ㅇ 작업 역 : WG6은 컴퓨터에 의거한 투약처방 전달에 관한 일련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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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개발의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분석 파악하여 다른 WG과 함께 표

준개발을 도모한다. 그리고 약품유통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요구사항

을 도출하여 표준화를 한다.

    사) Liaison B DICOM (Representative : Nicholas Brown, UK)

     ㅇ 상정보 보관관리 표준인 DICOM은 위의 WG2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계표준(ISO표준)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 이는 협약에 의하여 

속성과정(Fast Track)으로 진행한다. 

    아) 소비자관련정책 Task Force (COPOLCO, Consumer Policy Committee)

     ㅇ 보건의료정보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의 질적 관

리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준개발을 권고한다.

    자) 전자보건의료정보 Task Force (e-Health)

     ㅇ 전자보건의료정보 구축시행에 관련된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

여 ISO/TC 215에 관련표준 개발을 권고한다.

   4) ISO/TC215의 그간 활동 

  이 장에서는 ISO/TC 215의 활동을 주로 다루고자 하며, 한국은 1999년 11

월 제3차 총회에 정식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 다. 

그간의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 Orlando, USA (1998.8.24∼8.26)

     ㅇ 의장 및 사무국을 결정하고 ISO/TC 215 Scope, 4개의 전문분과(WG 

1∼4)의 작업범위 및 운용규정, 각 작업반의 책임자(Convenor)를 선

임하 다. 

    나) 제2차 : Berlin, Germany (1999.4.12∼4.15)

     ㅇ 건강카드전문분과(WG5, Health Card)와 Task Force DICOM을 추가

로 신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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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차 : Tokyo, Japan (1999.11.15∼11.19)

     ㅇ 한국이 최초로 P-member로 각 작업반별 NWI (New Work Item)과 

Preliminary WI의 토의 및 결정에 참석하 다. 

    라) 제4차 : Vancouver, Canada (2000.6.19∼6.23)

     ㅇ 차기 ISO/TC 215 총회(4차)는 2001년 3월 26∼31에 대한민국 서울에

서 개최하기로 결정하 고,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9

명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 다.

     ㅇ Pat Jeselon(Canada), Tetsuro Kiyotani(Japan), Ray Rogers(UK), 

Peter Wagemann(USA), Peter Williams(Australia, WG1 Convenor), 

Ed Hammond(USA, WG2 Convenor), Christopher Chute(USA, 

WG3 Convenor), Gunnar Klein(Sweden, WG4 Convenor), Jurgen 

Sembritzki(Germany, WG5 Convenor)

     ㅇ 총회전 한․일 대표회의 (일본 5, 한국 2)에서는 총회의 안건에 대한 의

견 교환 및 토의가 있었으며, 문화적인 배경이 동일한 국가들간 사전 조

율과 의견의 동질성 확인을 위한 대표자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 다. 

    마) 제5차 : Seoul, Korea(2001.3.25∼3.30)

     ㅇ 기술표준원과 대한의료정보학회의 공동지원으로 가장 성공적인 회의

로 평가되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대회, HL7-Korea 및 국회 보

건복지상임위원회에 국내외 석학들의 특강으로 국내 보건의료정보 표

준화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ISO/TC 215는 ISO의 소비자정책위원회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COPOLCO)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환자에 필요한 국제표준

사항 파악을 위한 Consumer Task Force와 위원장(Peter Wagemann, 

USA)을 선임하 다. ISO/TC 215는 HL7으로 하여금 ISO TMB(Technical 

Management Board)와 교섭하여 ISO/IEEE와 유사한 ISO/HL7의 긴

한 협조체제를 의결하 으며, 미국의 Ed Hammond가 추진경과를 

주관하기로 하 고, 한일대표회의는 참관국(O-member)으로 참석한 

중국대표를 포함하여 한․중․일대표회의(일본 7, 중국 2, 한국 5) 계

속 유지하기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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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제6차 : London, England (2001.8.27∼8.30)

     ㅇ 각 작업반 (WG, working group) 별로 상정된 국제표준화 작업을 계

속 진행하 고, Don Newsham(Canada)이 WG1의 Convenor, 일본의 

Ken Toyoda가 Vice-convenor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Ad Hoc Group 

on Mobile Health Informatics와 COPOLCO(Consumer Policy Committee) 

Task Force가 구성되었다.

    사) 제7차 : Melbourne, Australia (2002.8.27∼8.30)

     ㅇ 각 작업반 (WG, working group)별로 상정된 국제표준화 작업을 계

속 진행하 다.

    아) 제8차 : Oslo, Norway (2003.5.18∼5.22)

     ㅇ 경북의대 곽연식 교수가 TC 215의 의장으로 취임하여 첫 총회 이며 

WG6 Pharmacy and Medication Business를 신설하 다. 각 작업반

(WG, working group)별로 상정된 국제표준화 작업을 계속 진행.

    자) 제9차 : Washington, D.C., USA (2004.5.9∼5.13)

     ㅇ TC215의 새로운 business plan과 급변하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을 연구하기로 결정하 으며, 각 작업반 (WG, 

working group)별로 상정된 국제표준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 다. 

   5) ISO TC215와 기타 국제 표준개발기구와의 협력관계

  CEN/TC 251과는 ISO와 CEN간의 Vienna Agreement (1998년)에 의거 유

럽 표준과 국제표준을 공동제안하고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 HL7과 IEEE 표

준은 속성과정(Fast Track)으로 ISO의 DIS로 채택하여 1년정도의 검토 및 각

국의 투표를 거쳐 IS로 제정하게 된다. DICOM과는 역시 속성과정으로 개발

하되 표준문건내용은 DICOM표준에만 상세내역이 있게 된다.

   6) ISO TC215의 조직개편

  ISO/TC 215는 1998년부터 5개의 작업반 (WG)(WG1 전자의무기록, W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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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메시징과 전송, WG3, 보건의료정보개념, WG4, 보안, WG5, 건강카드)으

로 구성하여 국제표준개발을 진행하던중 2003년에 WG6, 전자투약처방 및 약

무를 신설, 추가하 다. 그리고 국제시장의 동향을 표준개발에 반 하기 위하

여 CAG(Chairs Advisory Committee, 의장자문소위원회)를 두어 TC215의 업

무를 자문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진 구미각국의 보건의료 정보시장요구의 급

속한 변화로 ISO 기술위원회 215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P"회원들에게 제안하고 이의승인을 2005년4월28일까지 투표 마감하

여 2005년5월8∼12일 독일 베를린 TC215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

금까지의 비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개편(안)이 승인될 것이 확실하며 이는 

승인 즉시 실행하게 되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기반기술에 관한 작업반 (Infrastructure Working Groups)

      ㅇ WG1, Data Structure (작업반 1, 자료구조) - 평생전자건강진료정보 

구축에 필요한 자료구조의 정의와 표준을 개발함

      ㅇ WG2, Data Interchange (작업반 2, 자료교환) - 이기종정보시스템간

의 자료교환표준을 개발함. 이는 평생전자건강진료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분야임

      ㅇ WG3, Semantic Content (작업반 3, 의미적인 정보내용) - 보건의료

정보자료 공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

여 필수적인 정보내용에 포함된 전문용어의 개념과 정의를 확립함. 

그리고 이는 앞으로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지원을 

함에 필수적인 분야임

      ㅇ WG4, Security (작업반 4, 보안) - 보건의료정보의 보안과 개인의 

사생활정보 기 보장에 관한 표준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환자의 안

전을 위하여 필수적임

    나) 응용 역 작업반 (Domain Working Groups)

      ㅇ WG5, Healthcard (작업반 5, 건강카드) - 컴퓨터장비 판독용 스마트

카드를 의료정보에 적용하는 표준을 개발함

      ㅇ WG7, Device (작업반 7, 의료장비 접속) - 다양한 의료장비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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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접속에 관한 표준개발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WG2에서 독립 

신설함

    다) 비즈니스요구사항 작업반 (Business Requirement Working Group)

      ㅇ WG6, e-Pharmacy (작업반 6, 전자약제 및 약무) - 종전과 같이 전자

처방전달, 약품고유인식코드 등 약제와 약품유통에 관한 표준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발굴하여 적절한 작업반에서 표준을 개발하도록 함

      ㅇ WG8, EHR Requirements (작업반 8, 평생전자 건강진료정보 요구사

항) - 신설되는 작업반으로서 평생전자 건강진료기록 구축사용에 필

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작업반, 즉 작업반1,2,3,4 등에 관

련 표준개발을 요구함

    라) 비즈니스 프로그램 검토작업반 (Business Program Review Group) - 

신설되는 작업반으로서 TC 간사가 작업반장으로 각 작업반의 간사들과 표준

개발 작업진행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점검 보완함

    마) 집행위원회 (Executive Council) - 종전 의장자문위원회와 같은 기능

을 가진 위원회로서 의장이 위원장이 되며 기술전문위원회의 최고 실행자문 

구임

   7) APAMI WG Standard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Informatics)

  아세아태평양지역 의료정보학회 (회장:경북대의대 곽연식 교수)는 국제의료

정보학회(IMI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Informatics)의 아태지역

학회로 1994년에 창설되었다.

  이 학회의 표준작업반(위원장 : 곽연식 교수, 부위원장 : 일본 Michio 

Kimura 교수, 간사 : 기술표준원 신문경)은 2004년에 첫 총회를 기술표준원의 

지원으로 제주시에서 개최하여 앞으로 아세아지역 보건의료정보표준화의 시발

점으로 출범하 다. 이 작업반은 ISO/TC 215에서 취급하지 않는 분야의 아세

아지역 문화적인 특성에 따른 표준항목을 취급하도록 하 다. 채택된 작업항

목은 다음과 같다.

    가) 한 , 일본 , 한자에 대한 문자표준을 비록 JTC1 SC2에서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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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나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건의료정보에 

적용되는 문자표준 개발

    나) 간호정보 표준용 용어표준

    다) 의료보험청구 표준유형 개발

   8) 동양의학표준

  한의학(동양의학) 표준개발을 위한 회의가 2004년 Beijing(중국)에서 국제보

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WHOWPRO,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으며 2005년 5월 17∼19일에 역

시 WHOWPRO의 지원으로 동양의학용어 표준개발을 위한 첫 실무회의가 개

최될 예정이다.

  아세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는 동양의학은 현재 보건의료정보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동양의학정보도 앞으로 개인 평생전자 건강진

료기록에 통합되어야 함으로 동양의학표준 개발의 활성화로 한양방의료의 정

보를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환 할 일이다.

 다. 국내 표준화동향

   1) 국내 보건의료정보 전문위원회

  국내 의료정보 전문위원회(대한의료정보학회)는 1999년 6월에 개설되어 기

술표준원의 ISO/TC 215 간사기관으로 활동하기 시작하 으며, ISO/TC 215의 

P-member 가입은 1999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3차 ISO/TC 215총

회에서 이루어졌다. 참고로 한국은 20번째 P-member회원국이며 아시아에서

는 일본 다음으로 가입하 다. 보건의료정보 전문위원회는 ISO/TC215 국내 

대응전문가조직으로 기술표준원이 관장하고 있는 약 300여개의 전문위원회중 

하나이다. 기술표준원은 ISO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National Member Body, 

NMB)이다. 즉 모든 ISO/TC215의 회의참여와 국제표준개발 실무작업에는 의료

정보전문위원회가 관여하며, 의사결정투표는 의료정보전문위원회의 실무의견을 

반 하여 한국을 대표하여 기술표준원이 행사하게 된다. 또한 ISO 참여 표준작

업전문위원의 추천은 의료정보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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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정보전문위원회에는 ISO/TC 215와 같은 6개 WG과 1개 Task 

Force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과 총무간사 1인, 그리고 20명의 등록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원장은 서울대학교간호대 박현애 교수, 

총무간사로 순천향의대 안재억 교수가 맡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정보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국제표준화 회의에 전문가로서 한

국을 대표하고, 다른 나라와 세계표준을 개발하는데 전문가로 참여하고, 국내

표준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위원회는 지금까지 ISO/TC 215에서 

작업하는 work item의 투표에 참여하 고, 11월 동경회의 부터 각 WG별 회

의에 대표를 파견하 다. 그리고 국제표준을 개발하는데 국내 전문위원이 

Work item의 표준개발 전문가로 참여한 work item과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 WG 2의 Messaging Development Framework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곽연식 교수)

    나) WG 3의 Integration of Reference Model for Nursing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

    다) WG 2의 심전도 전송표준 MFER Biosignal interface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일곤 교수)

   2) 국내 표준화현황과 문제점 

  국내의 의료정보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정보표준화(서울대의대 조한익 교수, 

보건의료기술평가단에서 연구비 지원)와 간호정보 표준화(서울대간호대 박현

애 교수, 보건의료기술평가단에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완료하 고, 최근 들어 

기술표준원은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하여 (경북대의대 곽연식 교수) 현재 다음과 같은 국가표준

(KS, Korean Standard)이 개발되었다. 

    ◦KSXISO18307:2001 메시지 통신의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의 주요 특성

에 관한 표준 (Key Characteristics for Interoperability and Compatibility 

in Messaging and Communications Standards) 등 17종

 

  그러나 이들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내용은 극히 일부에 지나

지 않으며 실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실무개발에서 이들 용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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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국내 보건의료정보분야 표준이 전무하여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국내 표준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세계 시장 진출과 국제경쟁

력의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의료정보시스템의 대부분은 표

준안 없이 개발 및 보급이 진행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향

후 정보교환 및 공유사업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 표준의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전문가의 양성이 시

급한 과제이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입안자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 부족, 연구

지원이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적인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 표준화 작업이 업계

의 참여 없이 학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정보 사업을 통한 표준의 보급 

및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으

로 산업계와 일반 사용자들의 표준 필요성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국제표준을 

위한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협조체계가 부족하므로 미국, 유럽지역의 표준화

는 물론 아시아 지역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활동 및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

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내 보건의료정보표준화 활동과 표준적용 사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에 관련된 이해집단(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기사, 정보산업체, 정부, 보험관련기관, 의료기기 산업체, 제약회사, 진

료재료 업체, 병원, 각 전문 학회, 시민단체와 의료 전문협회 및 기관 등)과의 

이해관계는 상호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표준화작업에는 관련

단체와의 의견조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경제적인 

여건, 국민의 의료에 대한 교육정도, 국민의 문화적 배경, 국내 주요 질병의 

분포, 정치적 여건, 사회적 여건 및 시민의식, 보건의료정보 기술의 발전 정도, 

보건의료 연구기반 조성의 정도 및 우선순위 등은 국가적인 표준화 사업에 

접한 관계를 가지며 견인 역할 또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서로 상충되는 요

소들을 잘 통합하여 동참에 의한 합의점을 찾아 표준을 제정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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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활동이 아직 초기에 불과하나 그 중 HL7과 간호정

보 표준화 사례를 다음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1) HL7 Korea

  ISO/TC215 활동 역 이외에 보건의료정보분야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이기

종간 및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시스템간의 정보 공유 및 접속을 위한 messaging과 

communication을 위한 표준 protocol을 ISO OSI(Open Systems Interchange)의 7 

계층 protocol을 따른 방식으로 미국의 ANSI승인 표준 중의 하나가 Health 

Level 7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 HL7은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현

재 19개국에 그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SO/TC215와 긴

한 협조관계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한국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5월에 HL7-Korea를 정식으로 발족 시켜 현

재 보건산업진흥원이 대표기관으로 등록되어 분기별로 사용자 워크숍을 개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정보화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진

료, 연구 및 교육분야에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또한 활성화됨에 따라 보건의

료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 의료기관 단

위로 개발되어온 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는 의료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국내 보건의료환경에서는 어

려운 실정임이 매우 안타깝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진료정보 공

동활용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연구에서도 의료정보의 서식․내용의 표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송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실정에 맞게 적용․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국제표준인 

HL7을 국내에 도입하여 의료정보의 전송표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HL7의 적극적 홍보와 국

내 확산․보급을 위한 첩경으로서 국제지부 자격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고, 2000년 5월 한국은 국제지부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국제지부 

회원으로 발족하 다. 국제지부의 역할인 'HL7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H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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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 도입 및 확산방안 연구', '회원관리 및 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원활

하게 수행하고자 활동 중에 있다.  HL7 Korea (위원장 : 경북대의대 곽연식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후원 하에 비 리단체로 시작하 으며 현재 경

북대학교 지능형진료지원 및 정보공유시스템개발연구센터에 사무국을 두어 보

건의료분야 각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제지부의 역할인 'HL7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HL7의 국내 도입 및 확

산방안 연구', '회원관리 및 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다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직적 측면에서는 HL7 Korea의 운 을 이끌

어 갈 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정책과 혜택을 제정하여 회원 가입을 도

모하고, 소그룹을 구성하여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는 책자를 발간하고 워크샵을 개최하며, 홍보적 측면에서는 홈페이지를 제작

하여 web을 통한 정보제공도 도모하고 뉴스레터 간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HL7 Korea의 공식적 홈페이지 www.hl7.or.kr가 운  중에 있다.

  집행위원회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대표들로 구성하 으며 2회에 

걸친 운 회의를 진행하 다. 회원 유형은 개인, 기관, 후원사 회원으로 구분

하여 회비 정책 및 혜택을 부여하 고, 이들 회원 및 구성원들은 소그룹인 '

교육 및 구현,' '환자정보 공유,'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및 방법론' 역에 참

여하여 의료정보 전송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소책자 

『Introduction to Health Level Seven(HL7)』을 발간하 고, 워크샵으로는 제

1회 『의료정보 전송표준과 HL7 Korea』, 제2회 『해외전문가 초청 의료정보 

표준화』워크샵에 이어, 제3회 『HL7의 국내 적용』워크샵을 개최하 다. 특

히, 제3회 워크샵에서는 HL7을 국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적용한 서울대병원, 경

북대병원 등의 사례와 여러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의 경험 및 노하우를 직

접 들어보는 좋은 기회 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및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등의 HIS와 

PACS의 연동을 HL7 interface engine구축으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리고 HL7 interface engine을 사용하여 환자 퇴원요약을 전남대학교병원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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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학교병원간에 공유하는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 HL7 clinical messaging 

and communication protocol은 향후 보건의료정보의 지역내, 지역간 및 국제 

공유에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며 고로 이의 국제 표준화가 머지않아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된다.

  HL7 Korea는 의료인력,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기타 보건산업체 등 각 주

체들에게 HL7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의견제시 및 토론을 위한 장을 제공함으

로써, HL7 도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부적합한 HL7의 수

정 및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국내에서 수렴된 의견을 HL7 표준에 반 하여 국

내 의료정보화가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규모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보건의료분야 각계각층의 회원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발전적인 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의료 상정보의 표준화 - DICOM

  의료 상정보화는 현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의 개발, 교

환 및 공유를 위한 핵심기술이며,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의 보험수가 인정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급격히 도입되고 있다. 의

료 상정보화에 관련된 의료기관의 요구는 그 동안 장기간에 걸친 논의된 바 

있으며 팩스도입의 타당성은 이미 많은 병원의 도입 및 운 사례에서 그 효율

성이 밝혀지고 있다. 상정보는 디지털 상기기가 진단방사선 분야에 도입

되면서 상자료의 획득, 처리, 저장, 통신의 효율적인 운 에 관한 요구가 급

증하면서 발달하게 되었다. PACS의 경우 의료 상정보 표준인 DICOM 3.0 

(Digital Image Communications in Medicine version 3.0)을 이용하여 화상정

보를 병원 네트웍 진료환경에서 실시간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장

차 병원정보의 통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4년 

삼성서울병원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인천길병원 등으로 확장되어 2001년 현재 약 20% 

종합요양기관에 도입되어 있다. 외래나 병실에서 간단한 이동촬 장비를 이용

해 방사선 촬 이 가능하며, 촬 이 끝나는 즉시 해당 환자의 상자료는 데이



제4절 정보(IT)분야  549

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열람 또는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PACS의 기술적인 세

부사항은 다른 장에서 토의될 것이나, 필름(wet film)으로 야기되는 공간과 진

료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응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상정보와 기존 병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운 을 위한 방안으로 상이한 데

이터베이스의 직접 접속기술이 시도되었으나, 앞서 최근 HL7을 이용한 표준 

의료정보 접속기술이 개발되어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

원에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 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표준 접속기

술을 이용하는 의료정보 및 상정보의 전달과 공유가 병원내의 경계를 넘어 

지역적으로 인접한 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며, 연계된 병원사이에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정보를 통신, 획득, 공유하게 될 것이

다. 또한 상처리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다면 상정보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의해 비정상적인 특징의 추출이 가능하며, 이로 예상되는 질환 등의 조

언이 제시되어 진단 또는 판독의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3) HL7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이종 정보시스템의 연동

  의료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

인 정보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병원정보시스템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이 개별적으로 개발되어져 왔다. 이와 같

은 개별화로 인하여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환경

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동일한 병원내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낳았고,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서는 정보시스템을 

고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병원의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병원내에 중앙화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별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도입해오는 과정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HIS와의 연동이 불가피한 경

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산시스템 개발자들간에 

토의되고 마침내 이기종 간의 데이터교환을 위한 메시지 기반의 정보교환 프

로토콜인 HL7을 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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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및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의 HIS와 

PACS의 연동을 HL7 interface engine구축으로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interface engine 의 구성과 연동이 유사하므로 다음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례

를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999년 종합의료정보시스템

(HIS)을 완성하여 지금까지 운 해오고 있으며, 2001년 1월부터 6개월간 디지

털 상정보시스템(PACS)을 전병원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이때 기

존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PACS 사이의 연동을 위하여 표준 메시지 교환 

방식인 HL7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 으며, 약 6개월간의 작업을 통하여 HL7 

연동을 구축하 다. 본 단원에서는 간단하게 구성된 시스템의 내용과 그 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4) 간호정보 표준화 - 참조용어 모델

  간호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임상에서 컴퓨터 기반 정보시스템

의 구현, 제공된 간호서비스 비용의 상환 청구, 환자결과에 기여한 간호의 기

록, 학생 교육, 간호지식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용어체계의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개발된 간호용어체계는 주로 열거(enumerated)형 분류체계로 

간호가 제공되는 시점에서 인터페이스 용어로 혹은 다양한 간호제공 환경에서 

수집된 간호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행정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여러 종류

의 간호용어체계가 있지만 어느 용어체계도 그 범위 혹은 그 깊이

(granularity) 면에서 모든 간호 역에 걸쳐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게다가 

컴퓨터 처리에 적절한 간호 역의 개념을 통합하는 개념 중심의 용어체계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그러나 다행히 간호 역의 개념을 지지하는 개념기반의 참조 용어체계를 개

발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개념기반의 참조 용어체

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호개념을 표현하는 참조용어체계 모델

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다른 보건의료 역의 다른 모델과 통합해야 한다. 여

기서는 국제표준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개발 중인 간호 참조용어모델을 소개

하고자 한다. 

  간호참조용어모델(Reference Terminology Model for Nursing)에서는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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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간호활동을 설명하는 개념과 개념간의 관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참조용어모델은 간호진단과 간호활동 개념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컴퓨터처리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고, 참조용어체계에서 원자

단위 개념을 이용하여 합성하여 다양한 표현을 생성하는 틀을 제공해주고, 인터

페이스 용어와 통계 분류체계로서 개발된 다양한 용어체계와 간호진단과 간호활

동 개념간의 매핑을 도와주고, 다른 정보모델(예, HL 7 RIM)과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간호진단과 간호활동 개념의 구조를 서술하는 용어를 제공한다. 

  이 표준에 따른 간호용어 국제표준을 응용한 간호정보시스템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3년부터 실용화에 착수하 다.

   5) IHE Korea (Integrated Healthcare Enterprise)

  IHE는 2000년에 미국에서 상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을 위주로 방사선촬  

상정보와 보고서를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간에 교환하는데 발생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창설한 조직으로 현재는 IHE-North America, IHE-Europe 

및 IHE-Asia가 있다. IHE-Aisa는 IHE-Korea, IHE-Japan과 IHE-Taiwan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IHE-Korea(회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희중 교수)는 

2004년에 창설되었다.  IHE는 국제표준개발기구는 아니나 기 개발된 국제표준

을 실제로 적용하는 profile을 작성하고 이 profile에 의거 국제표준을 적용한 

제품의 이종간 상호운용성을 실제로 확인하는 조직이다. 현재 IHE의 활동이 

많은 기업의 참여를 보여 앞으로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주로 IHE활동

에 사용되는 표준은 DICOM, HL7 및 ISO표준이다.

 마. 결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의 국내외 동향과 한국의 현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국제 시장 진출과 국내 의료의 향상 및 

정보화/지식화를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의 촉진

을 위해서 전문가 양성, 국가적인 체계구축 시행 및 재정적인 지원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외에도 학술대회 개최, 인터넷 등을 통한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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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관련 연구비 확충, 활발한 국내 표준의 개발 및 전파, 국내 표준의 국

제 표준화, 국제 표준의 적극적인 수용,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활성화하

여 아시아 표준기구 구성을 통한 파워블럭을 형성하여 ISO 국제 표준화 사업

에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방위 국가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일 것이다. 

4. 소프트웨어
 가. 개요

   1) 소프트웨어의 정의 

  프로그램은 논리적, 산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기능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명령어 및 관련 데이터의 집합이며, 소프트웨어는 작성된 프로그램을 

상품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법률상으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

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상정보 등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로 정의된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

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

축․ 운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 소프트웨어의 특징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ㅇ비가시성(Invisibility) - 하드웨어의 생산물과는 달리 그 구조가 코드안

에 숨어있어 개념적이고 무형적이다.

    ㅇ복잡성(Flexibility) -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볼 수 있는 규칙적이고 정형

적인 구조가 없다. 사용자요구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형시켜

야 하며 개발과정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

산화대상 업무가 난해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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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경직성(硬直性) - 소프트웨어의 행위는 예측이 어렵고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한번 구조성을 잃으면 유지보수는 점점 어

려워지게 된다.

    ㅇ동적 행위성(動的行爲性) - 프로그램은 정적인 반면 소프트웨어는 동적

이다.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에 의해 수행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소프트웨어가 된다. 

    ㅇ비마모성(非磨耗性) -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마모에 의하여 소

멸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비제조성 - 소프트웨어는 제조,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처럼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생산과정이 

성능에 큰 향을 주지않는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은 그 

과정자체가 곧 품질로 연결된다. 

    ㅇ비조립성 - 하드웨어는 부품의 조립으로 생산되지만 소프트웨어는 개발

에 기반을 두고 조립단계는 거의 없다. 물론 최근에는 컴포넌트, 재사용

개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ㅇ비과학성 - 소프트웨어개발 자체는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 인력, 시간, 비용, 절차 등이 중심이 되는 관리기술이다. 

   3) 소프트웨어의 종류 

  소프트웨어는 기계자체를 운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

자들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주는 응용 소프트웨어, 정보의 관

리․검색이나 유통을 위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3가지로 대별된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는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추고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로는 운 체제, 컴파일러, 로더, 데이터베이스, 통신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인사관리,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 

사무용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문서작업이나 그래픽, 통계처리용 프로그램,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 수치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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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4-1>            SW 산업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Code No.

정보통신

응용
S/W
(3003)

․멀티미디어/전자게임 S/W
․저작도구
․음성정보기술(SIT)
․자동화용 응용 S/W
․보안관련 S/W
․시뮬레이션 S/W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300301
300302
300303
300304
300305
300306
300399

정보 기술 
S/W
(3004)

․데이타베이스 S/W
․Internet/Intranet
․전자상거래
․디지털컨텐츠
․SCM/ERP/PDM
․텔레메틱스 S/W
․기타 정보기술 S/W

300401
300402
300403
300404
300405
300406
300499

시스템
S/W
(3005)

․시스템 소프트웨어
․실시간 소프트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Middleware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300501
300502
300503
300504
300505
300599

 나. 산업동향

   1) SW산업 세계시장

  2004년 세계 S/W 시장규모는 매출액을 기준 1,895억 달러이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9%의 연평균성장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8

년에는 2,4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W부문별로 보면 2003∼2008

년간 연평균성장률은 응용 S/W가 6.3%, 시스템 인프라 SW가가 8.2%로 2008

년에는 응용 S/W가 시장의 46% (1,150억 달러), 시스템 인프라 S/W가 31% 

(782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세계최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2005년도 986억 

달러를 달성 세계시장의 4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서유럽 국가들이 

29%, 일본이 8%를 차지해 소수 선진국가의 시장점유율이 85%이상 세계시장

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4절 정보(IT)분야  555

<표8-4-2>       소프트웨어 세계시장 규모(출처: IDC)
 (단위:백만달러, %)

구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평균성장률
‘03∼’08

응용SW 84,724 89,267 94,925 101,420 108,126 115,089 6.32

시스템SW 52,681 56,962 61,833 67,161 72,615 78,215 8.23

기타 41,210 43,301 45,935 49,047 52,388 55,758 6.23

합계 178,615 189,530 202,692 217,628 233,129 249,061 6.88

   2) SW산업 국내시장

  국내 S/W산업은 그동안 벤처사업의 열기와 정부의 육성정책 등으로 생산액

과 종사자수 등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S/W생산액은 2003∼2007년 사

이 평균 10.4%의 성장을 거듭해, 2003년 2조원에서 2007년 3조원으로 증가하

여 IT산업 전체성장률 5.7%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표8-4-3>        소프트웨어 국내시장 규모(출처: IDC)
(단위:백만원, %)

구분 ‘03년도 ‘04년도 ‘07년도
평균성장률
‘03∼’07

응용SW 866,138 926,619 1,286,079 10.4

시스템SW 667,644 747,018 1,028,125 11.4

기타 521,618 549,889 742,288  9.2

합계 2,055,400 2,223,526 3,056,492 10.4

  그러나,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은 외산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외산업체들은 주로 OS, ERP, CRM, SCM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업체들은 e-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관리, 보

안 등의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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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프트웨어의 2004년 11월 현재의 누적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48.4%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6,070만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5% 감소한 3억 5,210만 달러를 기록하 다. 즉, 전체 수출이 수입의 17% 수

준에 불과해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이 무역적자로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4

년 11월 누적기준 무역적자 금액은 2억 9,140만 달러를 기록하 다. 그러나 동

기간 상대적인 수입감소에 힘입어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17.3% 감소하 다.

 다. ISO/IEC 국제표준동향

   1) 소프트웨어 표준화 기술위원회(JTC1/SC7) 개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개발자, 공급자 및 교육자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공학기

술과 서비스 및 제품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국제표준제정을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다. 의장과 간사는 모두 캐나다(의장 : Francois Coallier, 간사 : 

Witold Suryn)에서 맡고 있으며, P-멤버 28개국, O-멤버가 20개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P-멤버로 가입하 다. 

  현재 11개의 Working Group과 2개의 Special Working Group에서 소프트

웨어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를 포함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총 23개의 진행 프로젝트 중 6건은 2004년도 신규프로젝트이다. 

  각 Working Group별로 국내전문위원회(의장 : 이단형)의 위원들이 국제표

준에 대응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참여 Working Group으로는 WG4에 이단

형 교수(한국정보통신대)와 이병걸 교수(서울여대), WG6에 이금석 교수(동국

대)와 신석규 센터장(TTA), WG7에 전진옥 사장(㈜비트컴퓨터) WG10에 정호

원 교수(고려대), WG12에 황인수 수석(삼성SDS)과 진경문 부장(LG CNS)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주요 Working Group의 표준화 활동

    가) WG4  : Tools & Environments

    ㅇ컨비너 : 이단형 (한국)

    ㅇ참여국가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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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미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10여 개국 30 여명의 

전문가가 활동중. WG Meeting은 매년 2회 주로 5월과 10월에 개최되

고 평균적으로 약 1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 

    ㅇ표준화현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공학 생명주기동안의 프로세스 개선과 고품질의 

프로덕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학 환경서비스, 도구의 

적합성, 프로세스관리 자동화분야의 표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도구와 

환경 (Tools and Environment)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프로젝트 프로세스, 소프트웨어공학 환경서비스, 도구평가 

및 선택, 도구 적응과 프로세스 개선 등의 정의 및 표준절차를 수립함

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중, 한국이 제안한 “Requirement Engineering Tool Requirements” 프

로젝트는 S/W개발 초기단계에 적용되는 기술로 개발하고자 하는 S/W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명세화하고, 요구사항들간의 

일관성 및 완전성 등을 조기에 검사하여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사용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기술규격이다. 2004년도 1

월에 공식적으로 New Project로 등록되어 현재 Working Draft 단계에 

있다.

    나) WG6 : Evaluation and Metrics

    ㅇ컨비너 : Motei Azuma (일본)

    ㅇ참여국가 및 전문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호주, 국, 덴마크, 브라질 

등 10개국 3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중. WG Meeting은 매년 2회 주로 5

월과 11월에 개최되고 평균적으로 약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 

    ㅇ표준화현황

      WG6는 소프트웨어 평가와 메트릭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

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품질을 구성하는 6개 특성값(기능성, 신뢰성, 사

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제품평가를 위한 기존 국제표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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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ISO/IEC 9126(소프트웨어 품질모델)과 ISO/IEC 14598(소프트웨어 

평가절차)의 국제표준을 보강․통합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평가모델인 

SQuaRE(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프로젝트

(ISO/IEC 25000)를 진행하고 있다.

      1994년에 ISO12119(패키지S/W품질요구사항 및 테스팅 지침) 표준을 제

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증기관들이 사용해 오면서 새로운 요구사

항 발견 및 관련 표준인 ISO9126 변경 등에 따라 현재 개정을 추진하

고 있다.

      1994년 이래로 분리의 길을 걸었던 ISO/IEC 9126과 ISO/IEC 14598을 

다시 합치기 위한 노력이 SQuaRE (Software Product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SQuaRE가 현재의 

ISO/IEC 9126과 ISO/IEC 14598을 대체할 예정이며, 그 이유는 현재의 

표준에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어 새로운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

다. 즉, 소프트웨어 품질은 품질모델에 기반하여 품질요구사항에 대비되

는 메트릭을 사용해 평가되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 제품품질표준 

(ISO/IEC 9126)과 이를 평가하는 표준 (ISO/IEC 14598)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SQuaRE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ISO/IEC 9126과 ISO/IEC 14598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SQuaRE는 용어정의, 참조모델과 이에 대한 설명, 'shall'로 표시된 필수사항 

(Requirements)과 'should'로 표시되는 추천사항 (Recommendations), 각 장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SQuaRE는 아래와 같은 '4 + 1' 구조를 

갖는다.

      - 품질 모델 (25010 Quality Model Division)

      - 품질 메트릭 (25020 Quality Metrics Division)

      - 품질 요구사항 (25030 Quality Requirement Division)

      - 품질 평가 (25040 Quality Evaluation Division)

      - +(plus) 전체를 반 하는 부분 (25000 Quality Management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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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WG7 : Life Cycle Management

    ㅇ컨비너 : Stan Magee (미국)

    ㅇ참여국가 및 전문가

      한국, 미국, 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11개국 39명 전문가가 활동 

중. 매년 5월(Plenary Meeting)과 10월에 Working Group 회의 개최. 

NATO, IEEE Computer Society, INCOSE, ISO/IEC SC 27, IEC SC 

65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하여 회의가 진행됨.

    ㅇ표준화현황

      WG7은 1989년에 구성되어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생명주기공정

을 대상으로 운 되다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수작업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그 범위가 확대 적용되었다. 따라서 공식 명칭도 초

기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공정(Software Life-cycle Process)에서 생명

주기공정으로 변경되었다.

      프로젝트 “Guide for ISO/IEC 15288 (System life cycle processes)”는 

ISO/IEC 15288의 사용을 위한 지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격의 적용은 

대규모 및 중소규모의 시스템, 대규모 및 중소 프로젝트 팀을 요구하는 

시스템, 새로운 혹은 기존의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규모, 프로젝트 인원할당 혹은 시스템유형에 적합한 조정을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 이 규격의 사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사용될 팀 구조

        ․적용될 시스템 특성

        ․프로젝트 투자결정 및 프로젝트의 이정표별 검토를 위해 조직에서 

사용하게 될 생명주기 모델 및 관련 기준

        ․조직에서 허용하는 예산범위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개발

방법론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마르미(ETRI 개발), Innovator(삼성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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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쌍용정보통신) 등과 함께 Method/1, IEM, RUP 등이 있다. 이

러한 방법론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네트워크, 수작업 등을 포함한 시스템 개념에서 적용은 되지 못하는 것

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점점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시스템개발

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생명주기에 

대한 표준화와 함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라) WG10 : Process Assessment

    ㅇ컨비너 : Alec Dorling( 국)

    ㅇ참여국 및 전문가

      한국, 일본, 미국, 국,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스웨덴, 

루마니아,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태국 

등 25개국 82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활동중. WG Meeting은 매년 2회, 주로 5

월과 11월에 개최되고, 평균적으로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음.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WG10만의 별도의 홈페이지(http://wg10.intranets.com)를 개

설하여 운 중.

    ㅇ표준화 현황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심사하여 개발팀의 능력을 평

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SOPA(Software 

Process Assessment: 코드 7.29.01∼.09)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시작된 이 

표준화작업은 ISO TR 15504-1에서 15504-9까지의 9개 파트로 구성된 

표준문서를 1998년에 출간하 다.(TR 15504-5는 1999년에 출간) 다음 

해에 착수된 개정 프로젝트(7.29.10)에서는 TR 15504-2,3,4의 개정이 추

진되어 출간완료 되었다. 현재는 기존의 9개 파트를 5개 파트로 재구성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고, 2005년까지는 출간할 예정으로 

있다.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 개발, 납품, 운 , 유지보수 

및 관련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세스를 심사하는 방법과 사례 및 적용 

등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마) WG12 : Functional Size Measurements 

    ㅇ컨비너 : Pam Morris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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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참여국가 및 전문가

      한국, 일본, 미국, 국,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등 14개국 

17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활동.  WG Meeting은 매년 2회, 주로 5월과 

11월에 개최되고 평균적으로 1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 

    ㅇ표준화 현황

      WG12는 1993년에 토쿄에서 열린 SC7 총회에서 14143-1의 작업문서

(WD: Working Draft)가 제출되면서, WG6의 한 파트로 시작되었다. 2

년 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총회때, 14143-1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

람이 아주 많아 별도의 워킹그룹으로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여, WG12가 

정식으로 발족하 다. 

      14143은 현재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기능 규모 측정 

표준은 사용자가 요구한 소프트웨어의 기능량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으

로, 구현기술이나 품질특성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요구에 대응한 소프트

웨어의 규모를 일관된 값으로 제공해 준다. 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링에 필수적인 측정수단을 제공해주고,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거래에 

있어서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이 표준은 기능점수 측정방법 (FSM: Functional Size Measurement 

Method)의 보편적인 특성과 기능점수 측정방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 고, 나아가서 대표적인 기능규모 측정방법의 

사례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참조모델 4개를 표준으

로 검토하여 일부는 국제표준으로 이미 발표하 고, 일부는 표준화를 

진행중에 있다.

 라. 향후 전망

  우리나라 S/W시장규모는 빠르게 성장될 것이 전망되지만, 이미 국내 S/W

시장이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세계시장의 한 부문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

서, 이 시장을 누가 어떻게 차지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액 규모가 어떻게 성장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S/W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이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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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우선 우리 S/W산업의 로벌경쟁력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S/W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5월 부산 총회개최를 계기로 소프트웨어분야의 국

제표준화에의 관심을 국제적으로 분명히 인식시켰으며, 2005년도 헬싱키총회

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표준화활동 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컨비너 수

임, 한국제안 규격 NP 채택 등 ). 국제표준 무대에서 제고된 우리나라의 위상

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이고 세

계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e-비즈니스분야

1. IC카드
 가. 개요 및 배경

   1) 개요

  IC카드(Integrated circuit cards)를 일명 스마트 카드(Smart card)라 부르며, 

카드내에 IC chip을 내장한 카드로서 금융, 교통, 전자여권, 전자운전면허증 및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뛰어난 보안성으로 인해 인터

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분야에서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8-5-1] IC카드 구조

카드의 내부에 안테나와 칩을 삽입

한 형태 (안테나는 매우 얇은 전선

이 3∼5회 감겨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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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카드의 종류는 단지 데이터만 저장하는 메모리카드(마그네틱카

드 또는 자기카드 : 전화카드, 로열티카드 등), 논리연산 회로와 CPU가 내장

되어 있어 소형 컴퓨터기능을 수행(전자화폐, 전자여권 등)하는 IC카드와 광학

기록기술을 응용한 光카드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2006년부터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대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광카드는 기록매체에 지문, 먼지로 인한 훼손이 심

하여 거의 사양화단계에 있다 

  또한 단말기과의 통신방법에 따라 단말기속에 카드를 삽입하여 카드 앞면에 

있는 접점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접촉식(Contact IC Card) 과 카드를 단

말기속에 넣지 않고, 단말기 외부벽에 카드를 근접시켜 데이터를 교환하는 비

접촉식(Contactless IC Card)카드로 구분되며 리더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 

착식,  근접식(약 10cm), 원격식(약 100cm)으로 분류된다

   2) 배경

  IC카드는 전자화폐, 대중교통,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응용산업분야에 적용되

고 있으며, 앞으로 대량의 정보저장능력으로 그 응용분야가 의료, 국제통용 운

전면허증, 전자여권 등으로 확대되어 하나의 카드로  전 세계에서 상호호환 

사용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 단일시장이 세계공통의 표준을 요구함에 따라 각국의 규격을 국

제표준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내표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표준 편입을 강요당하는 입

장에서 우리의 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IC카드 관련 산업의 국내외적 기술, 시장 및 표준화동향 등을 근본

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간 ,국가간 기술격차를 줄이고 경쟁의 초점을 표준으로 

정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음.

 나. 국․내외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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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C카드 관련업체의 89.4%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의 

사업부서 분사 등으로 19.5%가 대기업 계열사로서 약 7%의 기업만이 코스닥

에 등록되어 있어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정책자금, 벤처캐피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05년 현재 약 5천만개인 IC카드는 향후 5년 이내 약 4억개로 늘어날 전망

이며, 국내시장규모는 약 1,700억원(’05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동남아 및 중동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화카드에서 현재 한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화폐분야에 대한 투자 및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이

동무선 전화인 SIM카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교통카드 및 출입통제용 RFID의 Tag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럽, 동남

아 등 국가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된다. 세계

시장은 2006년 약41억장의 IC카드수요(연평균 16%성장 예고)가 예상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마그네틱카드를 200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C카드로 대체됨에 따라 이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며 향

후 수출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직불카드는 

올해안에, 신용카드는 오는 2008년까지 금융 IC카드로 전환키로 하 으며, ‘05

년도에는 약 3000만∼4000만장의 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 및 동

남아지역의 카드제조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카드를 공급하므로 단기적 면에서

의 경쟁력은 다소 뒤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IC칩 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교통, 의료, 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방식으로 진출이 가능하여 중장기 수출전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된다.

  국내 IC산업은 IC카드 설계의 기본이 되는 COS(Chip, Operation, System)

분야까지 “탈 외산”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매출량에 따른 세계 5대 카드용 

IC공급업체는 Infineon Technologies, STMicroelectronics, Philips Semiconductors, 

Hitachi, Atmel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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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C카드의 표준화동향 

   1) 국내 표준화동향

  IC카드분야의 규격은 총 59종으로서 고유규격 51종, 인용규격수 8종(단체4, 

개발4)으로 되어있으며 15명의 ID카드 전문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규격 제.개정 및 국제문서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아시

아권역의 IC카드의 단일표준화 추진을 위해 “아시아 IC카드 포럼“에서는 KS 

X 6923(SAM규격 ‘04. 1제정)을 “아사아 IC카드 포럼” 규격으로 채택하 으며, 

국제적인 정세와 기술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 P멤버로 활

동하고 있으며 SC17(식별카드)분야의 국제회의,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2) 국제표준화 동향

  IC카드분야의 첨단 응용기술이 빠르게 개발됨에 따라 국제표준의 제․개정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기존의 신용카드 체계를 신속하게 IC

카드체제로 변환하고 있으며, 전자화폐의 경우 EMV 및 CEPS를 바탕으로 표

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체인식기술이 소규모 단위 응용에 성공적

으로 적용되면서, 범죄수사용 지문감식시스템에서 활용되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공공서비스 프로젝트가 미국 등 31개국 이상에서 신분증, 국제통용

면허, 의료카드, 전자여권 등의 생체인식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선점을 확보하

려 하고 있다. IC카드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ISO/IEC JTC1/SC17에서 주도적

으로 수행하고 있고 1987년 통장의 자기띠에 대한 표준화를 제정한 이래 49종

의 IC카드 규격이 있으며, 10개 분야의 WG(여행용 문서, 운전면허증, 생체인

식 등)이 활동하고 있다

  

 라. 추진실적

  전자여권, 국제통용 운전면허, 의료보험, 생체인식 등 IC카드를 응용한 각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산업규격을 제․개정하여 국제추이에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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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KSX6923(SAM규격 ‘04. 1제정)은 “아사아 IC

카드 포럼” 규격으로 채택되어 우리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 다. 동 규격이 제

정되기 이전 국내 교통카드는 카드발행 주체별로 요금지불 정산방식이 달라 

지자체간에 상호호환 불가하여 이용자는 복수의 카드소지 또는 현금사용 등으

로 불편이 가중되었으나, 동 규격제정으로 인해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기반조

성으로 서울시 T-money, 한국도로공사 Hi pass카드, 철도청 N-money 등 관

련 산업계로의 파급효과는 지대하 다.

  KS X 6922 (지불시스템 위한 IC카드규격)의 제정은 비자카드 및 마스타카

드의 EMV(Europay, MasterCard 및 VISA가 연합 결성)국제인증 획득 기반

을 마련하 으며, 2004년 1월 비자카드의 보급형 스마트카드 제품 인증

(VDSC)획득한데 이어 최근 마스타카드의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100% 우

리 기술에 의한 스마트카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IC카드의 

위조방지, 중복발급 등을 방지하고 국제통용 호환카드의 발급을 위해 제정된 

IEC/ISO KSX 7816의 (RID 등록 : 공급업체식별자)와 등록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2003.8)으로 국내 RID 등록기관은 행정자치부 등 8개 기관이며 국제등록

은 하이스마텍 등 9개 기관이 등록하 다

  국제통용 운전면허 분야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Mutual Authentication of 

International Driver Licens“ 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참여국 전체가 찬성함으

로써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CD단계에 있다.

 마. 향후계획

   1) 기본방향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거래 분야에서 IC 카드를 응용한 전자지불 및 

충전분야의 표준화작업은 국내외 표준화활동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

야로 부상되고 있으며, IC카드의 국내 표준화방향은 ISO의 요구사항을 준수하

여 국내실정에 적합하고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규격을 제정과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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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시아 IC카드 포럼”을 통한 아시아권역의 IC카드 단일화로 세계표준 

선도 및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아시아 각 국의 협력을 통한 공동 인프

라를 구축하고, 교통, 관광, 소액결제, 전자운전면허 및 전자여권 등 IC카드 관

련 KS규격을 아시아 표준으로 채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IC카드의 

국제규격을 준수하여 제작된 카드가 국내외적으로 상호호환을 유지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규격 적합성 시험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 추진계획

  연차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 ‘05년] 

    ㅇISO/IEC 7811 ID카드 기록기술 등  3종 국제규격의 KS 도입으로 KS

규격의 ISO 부합화 추진

    ㅇKS제정('04.1)이후, 카드시스템의 실제 운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KSX 6923(전자화폐 판독기용 지불SAM) 개정

    ㅇIC카드 관련규격 정립의 극대화를 위해 전자화폐 충전을 위한 L-SAM

(충전SAM) 개발 및 KS제정 계획

  [2차년도 : ‘06년]

    ㅇIC카드의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카드용 Open Platform 

표준개발”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 

    ㅇ‘05년 개발된 KS규격을 아시아 IC카드포럼 표준화 위원회의 협력으로 

아시아표준으로 채택시키고 JTC1/SC17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으

로 제안

    ㅇIC카드시스템 운 을 위한 KS규격 개발 및 제정

      - 지불표준 단말기 KS규격 개발 및 제정

      - 충전표준 단말기 KS규격 개발 및 제정

  [3차년도 : ‘07년] 

    ㅇIC카드의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카드용 Open Platform 

표준개발”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 

    ㅇ‘05년 개발된 KS규격을 아시아 IC카드포럼 표준화 위원회의 협력으로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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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표준으로 채택시키고 JTC1/SC17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으로 제안

    ㅇIC카드시스템 운 을 위한 KS규격 개발 및 제정

      - 전자화폐 제공자SAM  KS규격 개발 및 제정

      - 서비스제공자SAM  KS규격 개발 및 제정

  [4차년도 : ‘08년] 

    ㅇIC카드의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카드용 Open Platform 

표준개발”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 

    ㅇ‘05년 개발된 KS규격을 아시아 IC카드포럼 표준화위원회의 협력으로 아시

아표준으로 채택시키고 JTC1/SC17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으로 제안

    ㅇIC카드시스템 운 을 위한 KS규격 개발 및 제정

      - 국제통용 운전면허 평가기준 개발

      - IC카드센터SAM  KS규격 개발 및 제정

  [5차년도 : ‘09년] 

    ㅇIC카드의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카드용 Open Platform 

표준개발”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

    ㅇ‘05년 개발된 KS규격을 아시아 IC카드포럼 표준화위원회의 협력으로 아시

아표준으로 채택시키고  JTC1/SC17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으로 제안

    ㅇIC카드시스템 운 을 위한 KS규격 개발 및 제정

      - 전자여권 KS규격 개발 및 제정

      - 자동차운전면허증 KS규격 개발 및 제정

        ․SCMS( Smart Card Management System)규격 개발 및 제정

2. 디지털 콘텐츠
 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산업의 개요

  디지털 콘텐츠산업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여 문자, 소리, 화상, 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으로 제작, 유통 및 거래를 포함한 산업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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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술과 방송․문화가 융합된 종합산업이며, 방송, 화, 출판, 음악, 오락 등 

문화산업분야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이다. 또한 창의성에 기초한 아이디어 

집약산업으로 문화․예술․산업적 감각 등 종합적 지식이 요구되는 벤처형 고

부가가치산업이다.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지배하여, 하드웨어나 인터넷 네트워크기술 등은 콘텐

츠 정보를 이동․보급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H/W와 콘텐츠 산업비

중은 1994년도 5:5 → 2005년도 3:7 규모로 변화하 다.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04년 약 6조5천억으로 ’03년 5조5억원 대비 

18.6%의 고속 성장하 으며,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위권이며, 성장

률은 2위이다. 국내시장의 고속 성장세는 디지털콘텐츠가 잘 유통될 수 있는 

IT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문

화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유통․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환

경을 구축하면, 세계적인 유무선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

한 수출주도형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의 범위

  콘텐츠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디지털콘텐츠는 IT 기술과 결합

하여 디지털형태로 제작․처리된 콘텐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는 네트워크상

에서 사용되는 콘텐츠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PC통신, 인터넷 망), 

디지털방송망, 디지털저장매체(디스켓, DVD, CD-ROM) 등을 통하여 활용되

는 모든 디지털정보를 의미한다

[아날로그]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등

IT 기반기술

• 디지털화 과정

• 디지털 제작 정보

디지털로 저장, 
전달, 활용되는
모든 자료 정보

통신매체, 방송매체, 디지털저장매체

※ 점선안이 디지털콘텐츠임

[아날로그]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등

IT 기반기술

• 디지털화 과정

• 디지털 제작 정보

디지털로 저장, 
전달, 활용되는
모든 자료 정보

통신매체, 방송매체, 디지털저장매체

※ 점선안이 디지털콘텐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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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산업은 기존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거나,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를 제작․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구성요소>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 이동통신 이용자, 시청자, 기타 디지털단말기 이용자

단말기 PC, 포켓 PC, 노트북, 핸드폰, 스마트폰, PDA, D-TV등 

  네트워크  ISDN, 초고속인터넷망, CATV,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플랫폼 과금, QoS 제어, 보안, 웹호스팅, 콘텐츠 제작 솔루션, 전자서명 등

콘텐츠 상, 게임, 음악, 교육, 의료, 출판, 방송, 문화 등

< 디지털 콘텐츠의 종류 >

구   분 정    의

제작

디지털
정보

전문정보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형태
의 전문정보(예 : 법률, 금융정보 등) 

일반정보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형태의 일반
생활이나 기타정보(예 : 상품정보, 생활정보, 기타 등)

디지털
출판

e-Book - 책의 구조를 가진 Viewer가 탑재된 단말기 등을 통한 
지식전달형 콘텐츠

웹출판 - 웹신문, 웹진, 웹사전, 웹만화 등 인터넷을 통하여 발간되
는 콘텐츠

디지털
게임

PC게임 - PC기반 게임

온라인게임 -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

디지털 
상

특수편집 
상물

- 방송, 화, 광고 등에 이용될 특수편집 상 및 컴퓨터 
그래픽 작품

디지털 화
/애니메이션

- 2D/3D 등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화 및 애니메이션

사이버 
캐릭터

- 상품화를 목적으로 디지털화된 2․3차원의 형상모델
(예 : 아담, 루시아 등)

전시 상 - 컴퓨터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이벤트, 홍보용 등으로 제
작된 전시용 상

교육용 콘텐츠
- 상, 음성, 그래픽, 텍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

어 학습 콘텐츠

e-Music - 인터넷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용 콘텐츠

웹 캐스팅 - 인터넷을 통한 방송 중계서비스

시뮬레이션 - 건축, 환경, 기계동작, 모의 전쟁 등을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

원격진료 - 진료를 목적으로 디지털화된 화상 및 음성을 송수신

메일링 서비스 - 이메일을 이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모바일 콘텐츠 -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서비스

유    통
 - 유선인터넷, 무선통신(무선인터넷포함) 등

- 신디케이터, 디지털콘텐츠 유통매체 등

서비스지원
- 과금결제 솔루션, CDN, CM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콘텐츠 비즈니스 컨설팅, 인력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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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특성

    가) 등장배경

    ㅇ네트워크의 광대역화

  인터넷 통신망의 초고속화로 디지털컨텐츠의 필수요소인 오디오 및 동 상

파일 등의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내 전 지역의 초고속 광 전송망 구축

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장편 화를 비롯한 인터렉티

브 AOD, VOD, 고해상도의 네트워크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산업이 급격 

부상하 다.

    ㅇ디지털 기술의 발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신호를 효율적으로 압축처리하여 전

송하는 멀티미디어 부호화 표준(정지 상:JPEG, 동 상:MPEG)이 완성됨에 따

라 로벌시장이 형성되고 및 확산되고 있다. 100분짜리 화 한 편을 압축하

여 화질의 손상없이 CD 한 장 용량인 640M 파일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비

디오테잎에서 DVD로 시장 전환하고 있다. 향후 신뢰성 있는 불법 복제방지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및 암호화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음악산업 등 다양한 디

지털콘텐츠 산업활성화가 예상된다.

    ㅇ인터넷 이용자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수요증가

  초고속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 음악, 화,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수요 급증되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온라인 전송

이 용이한 장점때문에 인터넷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다.

    나) 산업적 중요성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국민소득 2만$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21C 고부가가

치산업으로 ‘03년 우리나라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

고 있으며, IT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산업(DTV)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DMB서비스의 시작으로 시장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ㅇ인터넷 이용자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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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디지털 콘텐츠산업은 ’01년에 비하여 생산 2.5배, 수출 7.2배(0.6→4.3억

$), 업체수 2.5배(1,359→3,338) 규모로 성장하 으며, 성장률과 수익률은 SW

및 IT업계의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고성장 및 고수익

을 실현하 다. 

    ㅇ세계적으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심화

  미국은 2대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산업

창조전략에서 콘텐츠산업을 7대 전략산업으로 선정(‘04)하는 등 국제적으로 시

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한 산업이다.

   4) 디지털콘텐츠 시장현황

    가) 국내외 시장현황

  세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매출액)는 '04년 1,512억$에서 ‘08년 

2,537억$이 될 전망(연평균 14% 성장 전망)이다. 현재는 디지털 상, 웹정보 

및 게임부문이 전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08년까지는 인터넷 화, 디

지털출판, 모바일, 교육용 콘텐츠 등이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04년 6.4조원에서 연평균 약 19% 성장하여 

’08년에는 약 13조원에 이를 전망되며, 국내시장은 게임산업 중심으로 성장하

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의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된다. 향후 

DMB를 중심으로 디지털 상 및 이러닝산업 등에서 고성장이 전망된다.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계시장규모(억$) 1,270 1,512 1,735 1,995 2,264 2,537

국내시장규모(조원) 5.4 6.4 7.9 9.7 11.4 13.0

※ 자료 : 디지털콘텐츠시장보고서, KIP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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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및 국내시장 규모 비교>

구   분 세  계 한  국 비  중(%)

전            체 1,512 64 4.3

게  임    분  야 353 21 5.9

온라인 게임 분야 39 12 31.3

디지털 상  분야 454 9 2.1

모바일콘텐츠분야 42 5 13.1

※ 자료 : 디지털콘텐츠시장보고서, KIPA, 2005

    나) 주요분야별 시장현황

  디지털 상(에니메이션, DVD, IPTV등)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04년 454

억$에서 ’08년 821억$로 연평균 16%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지역이 시

장을 주도하면서 아시아 및 중화권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모바일콘텐츠분야 세계시장 규모는 ‘04년 42억$에서 ’08년 166억$로 연평균 

41.3% 급성장이 전망되며, 유럽지역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미주 및 중화권이 50%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분야 세계시장규모는 ‘04년 353억$에서 ’08년 490억$로 연평균 8.5% 성

장이 예상되며, 미주와 유럽지역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중화권에서 연평균 19.9%

의 고성장이 전망된다.

 나. 디지털콘텐츠 표준화

   1) 표준화현황

  음악 표준화기구인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e-Book 표준화

기구인 EBX(Electronic Book Exchange)와 OEBPS(Open eBook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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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가 DRM 표준화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의 전자상거

래를 지원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프레임워크를 국제적으로 공동개발하기 

위해 INDECS (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s) 프로젝트

를 유럽이 주도하여 진행중이다.

    가)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

  MPEG-1은 CD-ROM과 같은 디지털저장매체에서 VHS 테이프 수준의 동

상과 음향을 최대 1.5Mbps로 압축․저장할 수 있는 규격(ISO/IEC 11172)으

로 비디오 CD로 개발되었으며, MPEG-2는 디지털TV, HDTV, DVD 및 셋톱

박스등에 활용되는 상 압축․복원표준으로 고화질과 고음질을 구현할 수 있

다. ‘94년 ISO/IEC 13818로 제정되어 현재 DVD 등의 컴퓨터 멀티미디어 서비

스, 직접위성방송․유선방송․HDTV 등의 방송서비스, 화나 광고편집 등에 

활용되고 있다. MPEG-4는 객체단위의 멀티미디어 상 압축표준(ISO/IEC 

14496)으로 매초 64kb의 낮은 전송환경에서도 동 상을 보낼 수 있으며, 인터

넷 유선망과 이동통신망 등 무선망에서 멀티미디어 통신․화상회의 시스템․

컴퓨터․방송․ 화․교육․오락․원격감시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MPEG-1,2,4등은 오디오․ 상 데이터의 압축표준인 반면, MPEG-7 (ISO/IEC 

15938)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표현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

디오․ 상기반 컨텐츠 검색, 필터링, 브라우징을 위한 콘텐츠 서술(description) 

표준과 상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을 위한 콘텐츠 서술구조 등을 규정한

다. MPEG-21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단말장치에서 생

성, 전송, 인증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표준화(ISO/IEC 

21000)를 진행하며, 다양한 터미널환경에서 단일 비디오의 압축/표현을 위한 

스케일러블 비디오 부호화를 (SVC: Scalable Video Coding) 추진중이다. MPEG-21 

파트별 표준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지적자산

관리 및 보호 (IPMP: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등이 

‘05년 국제표준으로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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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5-2] MPEG 표준화 동향

    나) DRM(Digital Right Management)

  DRM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무단복제 논쟁이 가열되면서, 콘텐

츠의 불법사용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이 유망 콘텐츠 기술로 부상

되고 있다. DRM은 암호화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

털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한다. DRM

은 디지털컨텐츠가 저작자 및 유통업자의 의도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기술과 서비스절차 등을 

포괄하며, 핵심요소기술로는 디지털 암호화기술인 디지털 워터마킹, 콘텐츠 사

용자인증과 복제방지를 위해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기술인 디지털 서명

(digital signature), 컨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콘텐츠 분배

(secure content delivery) 기술 등이 있다. 

  ‘05년까지는 전 세계 기업의 15% 이상이 인터넷 콘텐츠 관리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가트너)되며, 상업적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55%이상이 자사의 컨

텐츠보호를 위해 DRM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0년 미국 냅스터의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DRM 

기술 부각. 



576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다) 워터마킹(Watermarking)

  워터마크 기술은 디지털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

터안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로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보호

와 불법복제방지가 가능하다.

  워터마크 기술표준화 추진현황으로서는 세계 주요음반 및 전자, 정보통신분

야의 175개 업체들이 음악판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보호를 위해 ‘99년에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컨소시엄을 

설립하여 디지털 음악을 재생하는 휴대형 장치가 갖춰야 할 워터마크 표준화

를 추진하 다. 

  또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기반의 디지털음악 유통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평

가 프로젝트인 STEP 2000/2001은 (사)일본저작권협회(JASRAC)와 국제 저작

권관리 단체인 프랑스의 CISAC와 BIEM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는 디지털콘텐츠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워터마킹․DRM 기술개발, 표

준개발추진을 목적으로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산․학․연 협의체인 SEDICA(Secure 

DIgital Content Association)가 역할을 하고 있다.

    라) CDN(Content Delivery Network)

  CDN은 콘텐츠 거래의 유료화와 더불어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전송품질(QoS)을 보장하는 네트워크기술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인

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콘텐츠 요청시 최적의 캐시서버로부터 사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이다. 미국의 미디

어기업(Reuters, AOL, Time Warner, Yahoo) 이나 대기업, 방송국(CNN, 

MSNBC, Disney-ABC) 등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화, 뉴스, 온라인 교육 등)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다. CDN은 디지털콘텐츠의 전송속도를 크게 개선시키고, 사용자에게 다양

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불필요한 네트워크의 증설을 막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CDN의 기술은 크게 캐싱(caching)기술, 로드밸런싱(load balancing) 기술 

및 스트리밍 기술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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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준화 특징

  멀티미디어정보의 압축․복원 및 상거래 등 기반기술은 국제표준이 주도하

고 있다. ISO/IEC JTC1 SC29(멀티미디어부호화)에서 시장보다 2∼3년 앞서 

국제표준 제정(Technology Push)하며, 국내전문가의 국제표준 활동이 활발하

여 전체 10∼15%의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안된 많은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으나, 관련 서비스를 위한 사업

화가 국제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즉, 표준에 기반한 사업화와 업체 고유기술에 

기반한 사업화가 혼재되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콘텐츠서비스 방식 및 홈 엔터테인먼트 응용기술 등은 표준화포럼 등

의 사실상 표준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3) 표준화 대응전략

  국제표준기술이 우리 기술을 앞서는 경우, 표준의 신속 도입으로 제품개발

에 총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표준인 MP3(MPEG-1)표준을 신속히 도입, 세

계 최초로 MP3플레이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JPEG 및 MPEG표준을 적용한 DVR(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도 국제표준의 신

속한 적용으로 세계시장 40%를 점유하며 시장선점을 성공하 다. 

  국내기술이 앞서는 경우, 기술개발 이전단계에서부터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

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MPEG표준화의 성공적 사례는 제품개발 이전단계에

서부터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MPEG-4 분야에서도 국제표

준화에 성공한 삼성전자, 팬택&큐리텔, ETRI 등이 2005년도부터 특허료수입

이 예상된다.

  향후 컨텐츠 유통․서비스 통합 플랫폼에 대한 사실상 표준확보에 주력하여

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 우리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

털콘텐츠 유통서비스분야의 표준기술개발을 선행하여, 로벌표준화를 선도하

고,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표준화포럼을 구성하여 독자적 표준화 추진 및 CD, 

DVD에서 네트워크기반 통합서비스로 시장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한 로벌표준 확보가 관건이다. 세계 메이저기업과 국제표준화 포

럼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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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전망

   1) 산업전망

  상, 사진, 음악 등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대규모로 유통시킬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축으로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이 일반

화되고, 기업에서도 지식기반 경 시스템 및 고품질의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

팅, 홍보, 원격공동작업 등 다양한 e-business 활성화함에 따라 무선콘텐츠의 

경우 최대 2.4Mbps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CDMA 2000x EV-DO 

서비스 등이 상용화되면서 질적․양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단말기의 지능화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의 발전으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오감(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컴퓨팅 환경에 필요한 고품질의 VR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DMB산업 활성화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분야도 부각될 것이다.

 

    ㅇ표준화전망(로드맵)

디지털 콘텐츠 매체 기술 로드맵

D i g i t a l  C o n t e n t s  M e d i a  T e c h n o l o g y  R o a d m a p

Digital
Contents

Medi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Digital
Contents

Medi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맞춤형 방송 표준 제정 맞춤형 멀티미디어 방송

3차원 AV 기반 기술

실감 방송 기술

다시점 무안경식 3DTV 기술

오감 데이터 생성/재생 기술

지능형 콘텐츠 저작 기술

무안경식 3D 방송

양방향 데이터 방송

UDTV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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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검색 기술 로드맵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상 분할 기술

반자동 상위 레벨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

의미기반 상위 레벨 검색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반 기술

자동 상위 레벨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

영상 인식 기술

음성 인식 기술

하위 레벨 검색 기술

내용 분석 기술멀티미디어 검색

저작권 보호 기술로드맵

D R M  T e c h n o l o g y R o a d m a p

콘텐츠 보호
및 식별

콘텐츠 사용
권리 제어 및
복제 방지

통합 프레임 워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콘텐츠 보호
및 식별

콘텐츠 사용
권리 제어 및
복제 방지

통합 프레임 워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표준 메타 데이터 제정

암호화 및 복호화

DRM 표준 제정

사용 권한 통제 기술

디바이스 인증 기술

사용 내역 관리 기술

통합 프레임 워크 구축

Key management   

Packager / Identifier   

탬퍼링 방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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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FID
 가. 개 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최종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전달

하고 안심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발달에 의해 정

보를 on-line으로 교환하는 시대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것에 기반한 정보전

달의 고속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입력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입력방법의 자

동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실현하는 기술을 일반적으로 자동인식및데이터획득

(AIDC :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기술이라 하며 그 대표적

인 분야는 1차원/2차원바코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 바코드처럼 RFID 태그도 고유번호(Unique ID)를 가지고 있어 태그와 

리더의 관계는 바코드와 바코드리더 사이 관계와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 

RFID 기술은 태그가격이 바코드에 비해 아직 고가라는 큰 단점이 있지만 △

무선으로 수m까지 인식이 가능한 점(UHF 대역 수동형 태그), △고속이동하는 

상품을 인식할 수 있는 점 △수백개의 상품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점 △시

리얼번호에 의해 개품관리가 용이한 점 △읽기/쓰기 기능에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한 점 등이 바코드기술과의 차별요소라 할 수 있다. 바코드(1차원

/2차원)와 RFID의 국제표준화는 모두 ISO/IEC JTC1/SC31 (AIDC) 기술분과

에서 이루어졌으며, 바코드와 RFID 기술은 그 기술특성, 경제성 등에 의해 유

통물류분야에서 상당기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DC의 최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RFID는 사람의 작업이나 판단을 궁극적

으로 배제하고 상품이 갖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취득해서 on-line으로 관련 정

보를 처리하는 자동처리시스템 구현의 핵심요소기술이라 할 수 있다. RFID의 

기술사양은 수십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공통

의 사양을 만들지 않으면, 시장에서 적용상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RFID 기

술의 핵심은 결국 “표준화”라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상품을 세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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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국제표준화의 경위

  RFID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국이 자국 전투기식별(IFF system : 

Identification of Friend or Foe system)을 위해 개발하여 사용한 것이 최초의 

도입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Tag비용이 너무 고가 기 때문에 수십년간 시장

에서 널리 활용되기 어려웠다. 그 후, 60년대부터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작되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EAS(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자동차제조 공정관리, 가축식별/추적 관리 등에 활용되었고 80년대에 들어와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제조현장에서의 물류관리자동화 등에 일부 응

용되기 시작하 다. 90년대 중반부터 각 응용분야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에서 국제표준화가 논의되어 본격적인 실용화의 기반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RFID시스템은 수십년간의 실용화실적을 갖고 있고, EAS, ETC, 공장의 공

정관리, 주차장관리, 가축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로컬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 그러나, RFID 기술은 2000년 전후로 Tag의 저가화가 보다 가속화

되어 이제 공급망관리(SCM) 전분야에서 확산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

히, 향후의 RFID 시스템은 로벌차원의 Open 환경이 요구되고 있어 국가, 

업계, 기업을 뛰어넘어 세계 어디서나 호환이 가능한 RFID 시스템의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ISO에서는 UHF대역 등 주파

수별 Air Interface(리더-태그간 통신규약이라 함)의 국제표준을 금년 9월초에 

제정하 다. 

  해외에서는 ’05년부터 월마트, 국방성 등이 1차적으로 박스, 파렛트 단위에

서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단계적으로 RFID 도입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있어, RFID기술은 국제표준제정과 함께 폭발적인 확산도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RFID기술 대응에 미온적인 국가나 기업은 경쟁력 저하 우려까지 예

상되며, 우리나라 기업도 RFID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인

식되고 있다.



582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그림8-5-3] RFID 기술의 표준화 경위와 확산 전망

 다. RFID의 국제표준화 동향

  RFID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표준없이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응용별 

개별적으로 표준화가 진행되면, 로벌 관점에서의 사용 및 보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SO의 자동인식기술분야(JTC1/SC31)에서 

본격적으로 실용 주파수대역별 표준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4년 

하반기에 RFID 시스템에 대한 기반적 표준 10여종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IC

칩 및 태그의 저가격화, 유통물류분야의 로벌서비스 확산, RFID응용유비쿼

터스시스템 기술개발 등 수많은 분야에서 RFID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예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보급까지 예상되고 있다. 

   1) 국제표준화 추진체계

  RFID의 국제표준화는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위원회인 JTC1의 31번째 산하위원회인 ISO/IEC 

JTC1/SC31(AIDC)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 <그림 2>는 이러한 ISO/IEC 

JTC1/SC31의 표준화 추진조직을 설명하고 있다. 

IC 카드, 교통카드
(JTC1/SC17)
ETC, EAS
Animal ID, FA등

10cm or 70cm 인
식거리

RFID의 실용화
(Local Application)

Tag 저가격화
산업의 IT화

컨테이너, 파렛트
적용 가능
Tag 저가격화

(Global SCM
  -Open System)

IT Infrastructure

국제표준화
(Global Application)

ISO JTC1/SC31
WG4(RFID)
Air Interface 등

UHF 대역 표준화
(인식거리 > 2m)

EPCglobal 탄생

2007년 기점
Breakthrough 전망

월마트,국방성 도입
B2B SCM으로 확산
B2C BM 출현

#RFID 도입에 미온적
 국가나 기업은
 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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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5-4] RFID 국제표준화 조직(ISO/IEC JTC1/SC31)

  현재, RFID 기반기술에 국제표준화는 이 SC31의 워킹그룹 중 WG4에서 추

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SC31/WG4 내에 다시 4개의 서브그룹(SG)이 있

어 분야별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RFID시스템의 핵심인 주파수 대역별 

통신규약(Air Interface)의 표준화는 SG3에서 진행되고, 그 외 시스템간 인지

할 수 있는 Data 프로토콜 표준화는 SG1에서, RFID Tag의 유일식별을 위한 

번호부여방법 표준화는 SG2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또한, RFID 응용요구조

건에 관해 ARP그룹이 있어 응용조건도 논의되고 있다.

  JTC1/SC31의 RFID 국제표준화 작업그룹명은 “RFID for Item Management"

로 정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분야에 대한 표준화는 컨테이너, 포장, 차량 

등 유통물류의 공급망에 관련되어 있는 ISO의 TC104(컨테이너), TC122(포

장), TC204(교통정보) 등 ISO의 응용분야 기술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응용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그림8-5-5, 표8-5-1 참조). 

SG 1
RFID Data Syntax

SG 2 
Unique Tag ID

SG 3
Air Interface

ARP
Application Requirement Profile

ISO IEC
JTC 1
SC 31
WG 4WG 4 RFID for Item ManagementRFID for Item Management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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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5-5] ISO의 RFID 표준화 연계 조직

<표8-5-1>       RFID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현황
ISO 표준화 위원회 주요 표준화 역

 JTC1/SC31/WG4

 (물품관리용 RFID)

 Air Interface, Data protocol, 식별체계, ARP 등

 RFID 시스템의 기반기술 (15종)

 *RFID성능 및 시험규격은 WG3에서 담당 (6종)

 *데이터구조에 관한 규격은 WG2에서 담당 (6종)

 JTC1/SC31/WG5

 (RTLS)
 Real time locating system 응용기술 (4종)

 JTC1/SC17/WG8

 (ID 카드)
 ID 카드용 비접촉 IC 카드 응용기술 (13종)

 TC23/SC19/WG3

 (동물용 RFID)
 동물식별을 위한 RFID 응용기술 (3종)

 TC104+TC122 JWG

 (공급망 응용 RFID)

 단품, 포장, 파렛트, 컨테이너 등 유통물류의 공급망

 적용에 관한 RFID 응용기술 (5종)

 TC104/SC4

 (컨테이너 전자실 등)

 Security, Frequency, Sensor 등 컨테이너 Seal 기술

 및 컨테이너 인식 등에 관한 RFID 응용기술 (8종)

 기타, TC204(교통정보)

 등 3개 기술위원회

 차량, 가스실린더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RFID 응용 기술 (6종)

ISO/IEC JTC1/SC31
RFID for Item Management
ISO/IEC JTC1/SC31

RFID for Item Management

TC122
Packing

TC204
ITS

JTC1/SC17
ID Card

TC23/SC19/WG3
Animal ID 

TC104
Container

JWG
Supply Chai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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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5-2>와 같이 RFID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유통물류 분야 등 

ISO전체 표준화위원회를 종합하면, 현재 약 60여종의 표준안이 논의되고 있

고, Air Interface 기술 등 기본시스템에 관한 10여종의 표준은 2004년 하반기

에 모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2) 표준화 역

  [그림8-5-6]은 RFID의 기반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SO JTC1/SC31/WG4의 

RFID 표준화 역을 시스템기준으로 나타내고 이로부터 각 SG 및 ARP 그룹

의 표준화 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표준화부분인 리더와 

Tag 간의 통신을 위한 Air Interface분야로서 6종의 표준이 완성되었다

(18000-5의 5.8GHz는 중간투표 과정중 부결되어 작업이 철회됨).

  JTC1/SC31의 작업은 IC 카드와 같이 특정 적용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어떤 분야로도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Air Interface 및 데이터 프

로토콜 중심으로 기반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하는 주파수는 국제적으로 

산업/과학/의료용으로 이용이 허가된 ISM 대역, 허용출력한계가 높은 장파대

역, 방향성 등이 좋은 UHF대역을 채용하는 것에 의해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림8-5-6] RFID 분야 표준 Sub-Group별 작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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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RFID의 성능 및 적합성 시험규격들에 대해서는 같은 JTC1/SC31내에

서 적합성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WG3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UHF대역의 차세대 Air Interface시스템에 대한 18000-6 표준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급망관리에 대한 RFID 응용에 대해서는 ISO의 TC104

(컨테이너)와 TC122(포장) 분야가 협력하여 합동 작업그룹(JWG라 함)을 2002

년말 설립하고 현재, 포장, 팔레트, 컨테이너 등의 RFID 공급망 적용기술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시작한 상태이다. 

   3) 국제표준별 개요

  ’04년말 ISO JTC1/SC31에서 제정된 RFID 핵심기반표준 10종의 특징을 다

음 <표8-5-2>에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한다. 

<표8-5-2>              제정된 국제표준 개요
그룹명 ISO/IEC 작 업 명 개     요

Data
Protocol

15961 Application
Interface

컴퓨터 호스트와 리더간의 명령어와 데이터 형식을 
정의한다. 

15962 Data Encoding 
Rules 리더의 로지컬 메모리와 Tag 드라이버를 규정한다.

Tag 식별 15963 Tag ID
각종 Tag ID를 통합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한
다. IC의 품질관리이력 및 Tag의 이력파악 및 충돌방
지 등에 필요하다. Tag ID는 Item ID와는 구별된다.

Air
Interface
(리더-
태그간
통신

프로토콜)

18000-1 Generic 
Parameters

유통물류, 상품공급망의 상품인식 개념구조를 제안하
고 표준화가 필요한 파라미터를 규정한다.

18000-2 below 
135KHz

독일 DIN에서 제안하여 type A/B가 있다. 리더는 
type A/B를 모두 읽어야 한다.

18000-3 13.56MHz

모드 1/2의 두가지 사양으로 모드1은 IC 카드 규격
(ISO/IEC 15693)에 Tagsis사의 충돌방지방식을 
option으로 추가하고 있고 모드2(Magellan사 제안)는 
424kbps의 빠른 통신속도가 특징으로 고속분류용으
로 유효하다. 모드 1/2 간은 호환되지 않는다.

18000-4 2.45GHz
모드 1/2가 있고 모드 1(Intermec사 제안)은 Passive 
의 FHSS 방식이고 모드 2(Siemens사/Nedap사가 제
안)는 Active 방식이다. 

18000-6 UHF
860-960MHz

Philips, TI, Intermec 등 5개사가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유통물류에 가장 널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
다. 한국, 일본이 자국내 전파사정으로 최초 반대입
장을 표명하 으나, 양국가 모두 유통물류 산업의 합
리화․국제화를 위해 수용을 결정하 다. 최근에는 
Type c가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18000-7 UHF 433MHz
(Active)

Active 방식이며 한국, 일본 등이 아마추어무선용으
로 사용하고 있어 최초 반대하 다. 한국은 주파수분
배 결정에 따라, 후속투표에서 찬성하 다. 한국은 
주파수분배표에 따라, 컨테이너 항구 등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사용될 전망이다.

ARP TR18001 Application 요
구사항 RFID 시스템 적용조건을 조사한 기술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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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FID 기반기술에 관한 현황 및 전망

  다음 <표8-5-3>은 ISO JTC1/SC31의 WG3 및 WG4에서 추진완료 또는 진

행중인 RFID 기반기술(시스템 및 적합성)에 관한 표준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제정완료된 대부분의 국제표준은 향후 신기술을 반 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8-5-3> ISO JTC1/SC31의 RFID 기반기술에 관한 국제표준현황 및 전망

ISO No. Title IS 제정

15961 Information technology(IT)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for item management - Data protocol : application interface 04.10월

15962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Data protocol : data encoding 
rules and logical memory functions 04.10월

15963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Unique identification for RF tags 04.09월

18000-1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Part 1: Reference architecture 
and definition of parameters to be  standardized 04.09월

18000-2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Part 2: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below 135 kHz 04.09월

18000-3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Part 3: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13,56 MHz 04.09월

18000-4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Part 4: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2,45 GHz 04.08월

18000-6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Part 6: Parameter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860 MHz to 960 MHz

04.08월
(개정진행)

18000-7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Part 7: Parameters for active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433 MHz 04.08월

TR18001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Application requirements profiles 04.10월

TR18046 IT - AIDC - RFID device performance test methods 05.01월

TR18047-2 IT - RFID device conformance test methods - Part 2 : Test 
method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below 135kHz 05년하

TR18047-3 IT - RFID device conformance test methods - Part 3 : Test 
method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13,56 MHz 04.09월

TR18047-4 IT - RFID device conformance test methods - Part 4 : Test 
method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2,45 GHz 04.11월

TR18047-6 IT - RFID device conformance test methods - Part 6 : Test
method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860-960 MHz 05년하

TR18047-7 IT - RFID device conformance test methods - Part 4 : Test 
methods for air interface communications at 433MHz 05년하

19762 IT - Harmonized vocabulary - Part 3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05.02월

TR24710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Elementary tag license plate 
functions for ISO/IEC 18000 Air interface definitions 05년상

TR24729-1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Implementation guidelines - 
Part 1: RFID-enabled labels 06년하

TR24729-2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Implementation guidelines - 
Part 2: Recyclability of RF tags 06년하

TR24729-3 IT - RFID for item management - Implementation guidelines -
Part 3 : RFID interrogator/antenna installation 06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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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FID 응용기술에 관한 현황

  다음 <표8-5-4>는 RFID 응용기술 표준과 관련된 ISO TC/SC별 국제표준

화 진행상황(2005년 3월 기준)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8-5-4>       RFID 응용기술에 관한 국제표준현황 (1/2)

분야
ISO
/IEC

규  격  명

현 단계

NP
∼
CD

DIS
∼
FDI
S

IS

JTC1/SC3

1/WG5
24730-1

IT-RTLS (Real time locating systems) - Part 1: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

〃 24730-2
IT-RTLS - Part 2: 2.4 GHz air interface 
protocol 

○

〃 24730-3
IT-RTLS - Part 3: 433MHz air interface 
protocol 

○

〃 24730-4
IT-RTLS - Part 4: Global locating systems 
(GLS)

○

TC104/

SC4
6346

Freight containers -- Coding, identification and 
marking 

●

〃 10374
Freight containers -- Automatic identification  
(*Ed.2 개정 진행 중)

●

〃 18185-1
Freight containers -- Radio-frequency 
communication protocol for electronic seals -- 
Part 1: Communication protocol 

○

〃 18185-2
Freight containers -- Electronic seals -- Part 2: 
Application requirements 

○

〃 18185-3
Freight containers -- Electronic seals -- Part 3: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 18185-4
Freight containers -- Electronic seals -- Part 4: 
Data protection 

○

〃 18185-5
Freight containers -- Electronic seals -- Part 4: 
Sensor interface (’05년 3월 작업 중지됨)

철

회

〃 18185-6
Freight containers -- Electronic seals -- Part 6: 
Message sets for transfer between seal reader 
and host computer  

○

〃 18185-7
Freight containers -- Electronic seals -- Part 7: 
Physical l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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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5-4>      RFID 응용기술에 관한 국제표준현황 (2/2)

No
ISO

/IEC
규  격  명

현 단계

NP
∼
CD

DIS
∼
FDI
S

IS

TC23/

SC19
11784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f animals - Code 
structure (Ed.2, Amendment 완료)

●

〃 11785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f animals - 
Technical concept

●

〃 14223-1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of animals - 
Advanced transponders -- Part 1: Air interface 

●

JWG 17363
Supply chain application for RFID -- 

Freight containers  
○

〃 17364
Supply chain application for RFID -- 

Transport units 
○

〃 17365
Supply chain application for RFID -- 

Returnable transport items 
○

〃 17366
Supply chain application for RFID -- 

Product packaging 
○

〃 17367
Supply chain application for RFID -- 

Product tagging  
○

TC204
TS1481

4

Road 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 - Automatic 
vehicle and equipment identification - Reference 
architecture and terminology 

○

〃
TS1481

5

Road 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 - Automatic 
vehicle and equipment identification - System 
specifications (*IS로 전환 작업 진행 중)

●

〃
TS1481

6

Road transport and traffic telematics - Automatic 
vehicle and equipment identification - Numbering 
and data structure (*IS로 전환 작업 진행 중)

●

 라. 국제적 단체(EPC global) 표준화동향

   1) EPCglobal과 EPC시스템

  RFID기술에 대한 국제적 단체표준화기구인 EPCglobal은 EAN과 UCC가 

“MIT Auto ID센터”를 흡수합병하여 설립한 비 리기구로서 EPC(Electronic 

Product Code) 코드의 보급과 EPC 시스템의 표준화․상용화, 코드관리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유통물류진흥원(EAN Korea)이 EPCglobal 



590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Korea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PCglobal의 전신인 MIT Auto-ID 센터는, 

RFID를 사용한 오브젝트 식별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로벌 Supply Chain 상

에서의 상품식별과 트랙킹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되어 유통물류, 식품, 

소비재, 소매 등을 대표하는 EAN/UCC를 비롯한 기업, 시스템 공급업체 등 

100개 이상(현재, EPCglobal 회원은 한국의 12개 기관을 포함해 400여개 이상

으로 추산됨)의 단체 및 기업이 참가하여 국제적으로 Open 인프라 구축과 표

준화를 추진해 왔다. 참고로 [그림8-5-7]는 EPC 시스템과 기술 역을 개념적

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림8-5-7] EPC 시스템과 각 기술영역

   2) EPC 코드

  EPCglobal은 상품 한 개 한 개에 EPC라는 고유 식별자를 붙여, 그 상품에 

관한 생산정보나 유통이력 등을 인터넷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기술의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8-5-8]의 예와 같이, EPC는 현재 유통물류나 

상품관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를 진화시킨 차세대 상품식별코드로, 

현재 64비트 또는 96비트 2종류가 있으며 128비트, 256비트 등으로 확장이 가

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EPCglobal은 EPC를 넣은 RFID Tag 기술과 상품에 

관한 정보획득절차를 표준화하여 로벌차원의 유통물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월마트, 국방성(DoD) 등이 ’05년부터 RFID 시스

템을 도입할 때, EPC코드를 수용하는 것으로 표명하고 있다.

2. RFID 태그 및 리더

  RFID 태그 1개 당 가격 5cent 미만을 목표

  리더는 수m 범위에서 1초당 수백개 Tag를 판독

  금년말 Class 1 Generation 2로 규격 통일

1. EPC 
제품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
각각 제품의 패키지나, 
다수의 제품을 취급하는

팔레트 등에도 적용 가능 

3. ONS
리더가 판독한 EPC로부터

상세한 제품정보가 들어
있는 DB의 장소를 참조. 

4. PML
EPC로 식별되는 제품정보를

기술하는 XML 기반 언어. 

5. Savant
  Auto-ID 시스템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미들웨어

다양한 활용
 예)SCM의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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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96비트의 예)

     0 1 .0 0 0 0 A 8 9 .0 0 0 1 6 F .0 0 0 1 6 9 D C D

    헤더. 제조자번호.  상품번호.   시리얼번호

          (2억7천만)  (1,600만)     (687억)

[그림8-5-8] Electronic Product Code의 식별체계(96비트의 예)

   3) EPCglobal의 Air Interface 표준화

  한편, EPCglobal에서는 RFID 시스템의 리더-태그간 통신(Air Interface) 주

파수로서는 Class0과 Class1 태그에 대해 UHF 대역, 13.56MHz 등을 지정하

고 있지만, ’04년 12월 승인된 UHF 대역의 Class 1 Generation 2(이하, Cl 

Gen2로 명명)가 Class 0/1을 통합하여 EPCglobal의 RFID Air Interface 표준

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현재, EPCglobal의 C1 Gen2의 Air Interface 표준은 

ISO가 제정한 UHF주파수 대역(ISO/IEC 18000-6의 860-960MHz)을 준용하고 

있지만, ISO의 대응 국제표준인 ISO/IEC 18000-6의 리더-태그간 통신규약 부

분과 다르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UHF 대역의 Air Interface 표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ISO와 EPCglobal 표준간의 통합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마. 핵심 표준화이슈에 대한 전개방향

  RFID는 전파를 이용해서 RFID 태그와 리더/라이터가 통신하기 때문에, 주

파수 대역과 통신방식 등의 물리적인 규약을 표준화해야 한다. 특히, RFID 산

업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UHF대역의 리더-태그간 통신규약

(ISO/IEC 18000-6으로 UHF대역 Air interface)의 표준화와 전파기술규정 제

정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RFID 산업활성화를 위한 

핵심 표준화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UHF 대역 Air interface에 대한 표준화와 

기술규정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차세대 UHF RFID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UHF대역에 관한 ISO와 EPCglobal의 Air 

Interface 표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시장에서 다소 혼선이 야기되

어왔다. 다행히 EPCglobal C1 Gen2 표준이 ISO의 관련 ISO/IEC 18000-6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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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의 통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04년 11월 프랑스(한국대표단 5명 참가)

에서 ISO 18000-6 표준의 개정 작업에 관한 국제표준화회의가 열려, 차세대표

준에 대한 통합방향이 결정되었고, ’05년 1월말 미국 플로리다 회의(한국대표

단 4명 참가)에서 C1 Gen2의 스펙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ISO 표준 draft가 결

정되었다. 한국은 UHF대역의 RFID 시장 활성화가 전망되는 국가로 표준에 

대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C1 Gen2 규격이 ISO 표준으로 조기 통

합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이 EPCglobal의 C1 Gen2 규격의 확산을 예상하여, C1 Gen2 

대응의 UHF대역 RFID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여

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C1 Gen2 규격이 ISO에 정식 반 되기까지, ISO 회원

국이 수차례 투표를 통해 기술적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련 산업계

에서는 국제표준 제정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개정될 국제표준의 기술적 

변경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표준원은 관련 산업계

와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검토의견도 반 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참고로, 다음 [그림8-5-9]은 EPCglobal의 HAG(Hardware Action Group)에

서 표준화가 완료된 C1 Gen 2의 UHF 대역 Air Interface의 표준화과정과 ISO 

대응규격(ISO/IEC 18000-6)으로의 연계전망을 개념적으로 보인 것이다. 

Class 1 Gen 2
(Global/Freedom ⇒
Chicago Protocol)

HAG
(45사)

Class 0 (Matrics)

Class 1 (Alien)
’04. 12

비준전망
UHF

ISO
ISO 18000-6

(UHF Air Interface의
Type C 반영 전망)

’05. 1 제안

[그림8-5-9] EPC Air Interface의 표준화 과정과 ISO로의 연계 전망

   2)  UHF 대역 주파수 기술기준

  UHF 대역 RFID용 전파기술규정 문제에 있어, ISO에서는 UHF 대역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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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에 대해 사용가능 주파수범위 860∼960MHz를 설정하고 기술규정에 해

당하는 대부분의 주요 파라미터를 각 국가의 전파법에 따라 전파규제기관(한

국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UHF대역에서 각 

국가의 전파이용상황이 거의 다르기 때문에, RFID 태그 상호호환성 확보의 

필수요소인 사용 주파수범위 등을 공통표준으로 설정하고 인식거리, 혼신 향 

등 각 국가별로 다소 달라도 되는 파라미터는 국가별 사정에 따라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SO의 표준에 맞춰 전파 기술기준의 제정이 선결되어야 

UHF대역에서 RFID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다행히, 정보통신부가 RFID의 전파기술규정에 대해 ’04년 7월말 RFID/USN

용 주파수로 908.5-914MHz 대역을 분배하고(RFID 태그가 860-960MHz 범위

를 커버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호환가능), ’04년 12월 1일 해당 기술기준을 

제정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본격적인 UHF대역 RFID시스템

이 상용화된 국가가 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산업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국내시

장으로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다음 [그림8-5-10]은 국가별 UHF 대역 RFID의 예상주파수 대역을 

ISO에서의 표준화논의에 근거하여 전망한 것이다. 한국은 정확히 센터 주파수

근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태그인식률 확보 등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

망된다. 

[주] ISO/IEC 18000-6의 UHF 대역은 초기 원안이 860-930MHz이었으나, 

    일본의 상황을 고려하여 30MHz를 추가하여 860-960MHz로 확대됨

일 본

유 럽

미 국 /캐 나 다 (902-928M H z)

860M H z 880M H z 900M H z 920M H z 940M H z 960M H z

한 국

 ISO /IE C  F C D  18000-6  (860-930M H z) 860-960M H z로  확 장

908.5-914M H z

950-956M H z

865-868M H z(2M H z)

호 주

918-926M H z

[그림8-5-10] UHF 860-960MHz 대역 RFID 활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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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산업활성화로의 기대

  일본정부는 '03년말 RFID기술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발표하

다. 그 결과 2010년 시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31조엔(약310조원)까지 

관측하고 있고, 최악의 관점에서도 9조엔(9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

다. 이는 RFID 시스템시장뿐만 아니라, RFID 기술도입에 의해 얻어지는 유통

물류비용의 절감, 새로운 IT 투자 등 간접적인 효과까지 모두 합쳐 경제적으

로 환산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RFID에 대한 국제표준화 및 세계시장동향에 따라 국내산업 조

기활성화, 세계시장선점 기반구축을 목표로 RFID 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RFID 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 RFID유통물류 시범사업, 시스템 및 핵심부품 기술개

발, 산업활성화 센터운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도 

RFID 산업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UHF 대역 RFID 이용서비스를 도

입하고 나아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웍(USN) 구축을 목표로 선도산업 기술개

발, 공공부문 시범사업, Test배드 구축, 대학 ITRC 지원 등의 RFID/USN관련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의 국내외적인 동향을 볼 때, RFID기술에 의해 주요 산업별 SCM분야

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새로운 비즈니스창출과 함께 

부가가치도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련장비/핵심부품 및 응용시스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국산화 개발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IT기업들

이 일부 장비 및 응용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시장형성이 초기단계에 있어 개발성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향후, 우리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산제품의 

출시와 더불어 RFID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창출하여 RFID기술이 우리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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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술표준원은 산업계와 긴 한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 제정과정

에서 국제표준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 해 나갈 것이며 동시

에 RFID 산업활성화를 위해 각 산업분야에서 국제표준의 확산기반을 마련하

도록 Air Interface, RFID 식별체계 및 데이터 콘텐츠 등 RFID 기술에 관한 

국가표준화 작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정보보안
 가. 개요

   1) 정보보안 정의

  정보보안은 시스템내부에 보관중이거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

를 외․내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

해 각종 시스템의 가용성이 보장되며, 인가된 사용자가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

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보보안은 무엇을(어떤 정보/데이터를) 누구로

부터(내부자/외부자로 부터) 어떻게(침입차단/침입탐지 등을 통하여)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2) 정보보안 기술동향 및 분류 

  정보보안은 기업내 업무프로세스, 전자상거래, 네트워킹 등 모든 정보를 처

리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적용 되어야하는 요소로서, 기업의 시스템구축이나 

네트워킹은 물론 개인적인 PC사용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분야가 매우 광범위

하다. 최근 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바이러스로 인한 피

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정보보안 기술은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프로그램(Anti-Virus)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자

의 침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IPS)로 발전해왔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 전

자상거래 및 M(Mobile) - Commerce의 발전으로 결제수단의 보안성유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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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안시장은 인증, 전자서명 등을 중심으로 급속

한 발전해 가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내 모든 시스템관리의 역을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전문적인 관리도구로 통합하여 운 하는 ESM(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형태의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보보안 관련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역 또한 광범위해짐에 따

라, 이들의 효율적 적용, 유지,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호환성과 용이성 관련된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단일기능의 제품에서 통합 정

보보안 솔루션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Cisco

사가 침입방지시스템(IPS)을 제공하기 위해 Oknea사를 인수하고, 서버 장비업

체인 SUNdms사가 서버접근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Waveset Tech사를 인수

하는 등의 대형 IT업체와 정보보안 전문업체의 인수 또는 제휴를 통해 통합

정보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로 입증될 수 있다. 향후에는 서

비스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솔루션업체는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역

할분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안제품을 국경없이 거래할 수 있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CC-RA)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수의 국가가 가입을 하기 위해

서 준비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세계판도에 따라 인증서 발행국

(CAP)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중에 있다.  

  다양한 정보보안 기술은 구분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기술의 대상 역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및 보안서비스의 3가지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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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5-5>              정보보안 핵심분야 분류

구 분  역 비 교 내 용

네트워크

보안

방화벽(Firewall)
ID카드, 

잠금문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IDS)

CCTV,

DVR

내부 응용시스템과 외부 네트워크간에 송수신되는 

모든 데이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시스템

가상사설망

(VPN)
Hot-Line

인터넷과 같은 공중통신망 시설을 개별기업의 

전용회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구성한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바이러스 백신

(Anti-Virus)

예방 접종,

치료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 소프트웨어

전자서명, 인증

인감도장, 

친필사인

주민등록증

종이문서에서의 수기서명 개념을 전자문서에 

적용한 개념,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활

암호화, PKI 모오스 부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 및 제반 인프라

생체인식 지장
사람의 신체일부나 행동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

보안 

서비스

정보보안

컨설팅

개별기업들의 정보보안 현황을 진단, 향후 

정보보안전략, 해결책 및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

시스템 복구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비스

저작권 보호
디지털컨텐츠 생성에서 유통,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서비스

보안관제

서비스

경비대행

서비스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등 전문화된 보안서비스를 외부 전문 

업체에서 대행

 나. 국내․외 시장동향

   1)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전 세계 정보보안 시장은 2003년에 약 211억달러 규모에서 2008년에는 약 

482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IDC는 예측하고 있으며, 매년 18%라는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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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보안 시장 분류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보안서비스시장

은 광대역 인터넷환경과 무선이동통신(Cellular, PCS, IMT-2000) 수요의 증대

로 2008년까지 연평균 21%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에 비해 선진기술의 보안서비스업체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 시점에

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된다. 

    

[그림8-5-11] 전세계 지역별 정보보안 서비스 시장 현황 및 전망(IDC 2004)

   2)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정보보안 시장은 2003년에 5,862억원, 2004년에 6,500억원을 넘어서, 

2008년에는 1조 1,300억 원대로 16.8%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8-5-12] 국내 정보보안시장 현황 및 전망(KIS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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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정보보안 시장 중 하드웨어분야가 46% 수준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프트웨어분야는 40.5%, 서비스 분야는 

13.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전망으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정보보안 서비스분야는 연평균 17.7%의 성장을 거듭해 5년 후인 2009

년에는 매출규모가 1,9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보안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분야는 2009년도에 매출규모가 각각 5000억원(11.0%) 및 

4,400억원(1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8-5-13] 국내 부분별 정보보안 시장현황 (KISA,2004)

  수출은 2004년 11월 누적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58.4%의 높은 성장률로 

약 312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 고, 제품별로는 국내에서 외국산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는 방화벽이 2004년 11월 누적으로 약 124만 달러에 이르면서 전

년 동기 대비 90.2%가 증가해, 전체 수출의 39.8%를 차지하 다. 또한 방화벽

과 함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은 2004년 11월 누적으로 

138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약 2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 

  수입은 네트워크를 통한 전사적 관리시스템과 같은 기업정보보안에 대한 수

요증가로 인해 2004년 11월 수입누적액은 약 961만 달러 가까이 이르 으며, 

전년 동기대비 46.3% 증가하 고, 제품별로는 방화벽 수입이 2004년 11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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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624만 달러에 달해 전체 수입의 64.9%를 차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4%의 증가율을 보인다. 특히 수입규모가 대폭 증가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하여 11월 누적으로 327만 달러를 수입하 다.

<표8-5-6>  정보보안산업 수출입 및 수지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3 2004 증감률

합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11월 1∼11월

수

출

방화벽 0.97 0.01 0.65 0.04 0.21 1.24 215.8 90.2

바이러스 

백신
1.01 0.00 0.86 0.00 0.00 0.50 -22.2 -42.0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0.76 0.10 0.45 0.10 0.07 1.38 -25.2 203.2

합 계 2.74 0.11 1.97 0.14 0.29 3.12 166.7 58.4

수

입

방화벽 5.73 0.41 5.26 0.34 0.23 6.24 -44.6 18.4

바이러스 

백신
0.32 0.00 0.31 0.00 0.01 0.10 N/A -68.2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1.17 0.04 0.99 0.25 0.30 3.27 759.1 230.3

합 계 7.22 0.45 6.57 0.59 0.54 9.61 21.0 46.3

<표8-5-7>   정보보안 산업 수출입 상위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국 가 금 액 국 가 금 액

1 중국 1.10 미국 6.98

2 미국 0.83 대만 0.59

3 일본 0.41 일본 0.48

4 국 0.13 이스라엘 0.42

5 이스라엘 0.09 싱가포르 0.36

6 태국 0.09 네덜란드 0.25

7 싱가포르 0.08 멕시코 0.20

8 슬로바키아 0.07 홍콩 0.08

9 말레이지아 0.05 국 0.07

10 대만 0.04 중국 0.03

계
10대 2.94 10대 9.47

전 체 3.12 전 체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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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서 2004년 11월 

누적 수출액은 각각 110만 달러, 80만 달러, 40만 달러를 기록하고,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으로서 2004년 11월 누적으로 698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입

의 72.7%를 차지하 고, 대만은 약 60만 달러, 일본이 약 50만 달러대로 뒤를 

이었다.

 다. 정보보안 표준화현황

   1) 국제표준화 동향

  표준화활동이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됨에 따라 자국의 국가안

보 및 국익을 위해 보안기술표준의 선점과 주도권을 놓고 국가간의 물밑 다툼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보보안 표준 관련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 SC27(정보보안), ITU-T 

SG17(데이터통신망과 개방시스템통신), 인터넷에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등에서 다수의 국가합의에 의해 국제표준을 제․개

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립표준기술원(NIST), 미국표준협회(ANSI) 등 조직을 통해 

자국 보안기술이 표준규격으로 제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정보보안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회원국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EU차원

의 새로운 정보보안기구를 설립하 다.  

     

   2) 국내표준화 동향

  정부는 1998년부터 정보보안 핵심기술의 표준안 개발을 적극적 지원하 고, 

그 결과로 현재까지 43종 국가표준(KS)과 86종 국내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이

들 표준은 활용도 상위 10개 표준에서 8개가 차지할 만큼 관련 표준의 우수성

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128비트 블록 암호알고리즘인『SEED』과 디지털서명 

알고리즘『KCDSA』등과 같은 우수 기술들은 현재 ISO/IEC 표준에 상정되어 

조만간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602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사실표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보안기술포럼(ISTF), 생체인식포럼, 전자지불포럼 등 정보보안관련 포럼이 활

성화되었고, 이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3) 분야별 국내․외 표준화 동향 

    가) 공통기반기술 (암호기술, 인증기술, 생체기술분야) 분야 

  『DES』알고리즘이 세계 암호제품의 44%에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차세대표준 암호알고리즘을 『AES』로 선정하여 관련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를 대응해 유럽도 암호알고리즘 개발프로젝트인 NESSIE를 구성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내표준으로 채택

된 『SEED』를 ISO의 국제 표준(IS)으로 채택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ISO와 ITU에서는 인증서 규격, 생성관리 및 검증 등 공개키 기반(PKI) 관

련 요소기술에 관한 표준화 및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자서명 

알고리즘(KCDSA)을 단체 표준으로 제정하 고, 이를 현재 ISO/IEC의 국제표

준으로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또 무선환경에서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지기 위

한 무선 (PKI) 기반의 인증규격, 인증서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도 제정해 

개발중에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단일 생체인식뿐만 아니라 다중 생체인식분야가 주목받게

됨에 따라, PKI, 스마트카드 등과 결합을 통한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다. 국외 

의 경우 NIST, 미 국방부 산하의 BFC(Biometric Fusion Center), 독일의 

GISA (German Information Security Agency), 국의 CESG (Communications 

Electronics Security Group)등에서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체인식 포럼을 통해, 센서, 알고리즘, 응용, 표준화, 평가기술에 관하여 개발

하고 있다.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기술 표준화 

  인터넷 보안기술포럼에서는 가상사설망(VPN), 통합보안관리(ESM), 침입차

단시스템(IPS)의 데이터교환 포맷에 관한 표준화를 개발중에 있으며, 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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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안방식을 무선환경에 적용한 무선응용통신규약(WAP)을 크게 유럽방식인 

WAP-WTLS 표준과 미국방식인 MME-SSL으로 나뉘어서 표준화하고 있다.  

    다) 응용서비스 보안기술 표준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에서는 XML 전자서명과 암․복호화, XML 

키관리 기술 등의 전자거래문서 표준화를, OASIS에서는 XML 접근 통제기술, 

권한 관리기술 등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자 지불수단의 표준화는 공

식적인 표준기구보다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표준화를 이루고 있다. 국내 

XML 전자거래문서 관련 표준은 초기 단계로 2002년을 기점으로 표준화가 추

진되고 있고, 디지털컨텐츠 보안관리 표준화는 디지털 컨텐츠의 관리, 유통, 

보안기술에 표준을 위해서 결성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포럼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라) 정보보안 관리 및 평가기술 표준화 

  정보보안 관리는 최근에 부각된 분야이며, ISO 기구에서는 국에서 개발된 

규격인 BS7799-1을 ISO 17799 규격으로 제정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에 ISO 규격을 KS 규격으로 채택해 국내 기업에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국제적 개념을 살렸으며, 차후에 BS7799-2를 국가규격으로 

도입하여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인증도 준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정보보안제품의 정보보안 평가지침인 국제표준규격 공통기준

(CC)을 도입하여 다양한 제품평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업체들

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 정보보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가) 정보보안 활성화 추진현황

  정부는 전자거래의 활성 및 전자정부의 구현 등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

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서명법(1999년 2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2001년 7월) 등을 제정하고, 정보보안관련 산업에 적극적인 정책 및 투

자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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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정보보안에 대한 개발, 서비스, 인증에 관련된 기관들과 보안을 

담당하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정보보안산업은 급격히 

활성화되었다. 

  기술표준원은 JTC1/SC27 분과위원회, 산업별 전문위원회, 기술별 WG, 현

안별 연구회 등 관련 전문가와 협력체제가 구성하여, ISO에 국내 기술이 반

된 2종 국제표준(IS) 제정과 4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하고 있다.  

    나) 향후 계획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정보보안기술과 표준화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 자체적인 중․장기적 추진계획 및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신규 보안기술에 대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와 관련 세미

나, 워크샵 등 교육체제를 구축해 세계수준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전달교육

을 활성화하고, 국제표준화 능력을 보유한 인력과 기술발굴을 위해서 정보보

안관련 경진대회 및 연구과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체인식을 이용한 보안

인증은 현재 이슈화된 분야로 기술발굴에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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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가. 반도체 시장동향

  2004년 반도체 세계시장은 전년대비 23 % 성장한 2,198억불을 기록했다. 전

체 IT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558억불로 7.1 %를 차지했

으나 2003년엔 1,774억불의 매출을 달성하며 7.5 %로 소폭 증가하 다. 주요

성장 동인으로는 공급측면의 설비가동률의 개선과 적정재고수준 유지를 통한 

평균판매가격 인하가 많은 향을 미쳤으며, 점차 기업들의 IT지출 증가에 따

라 수요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은 2005년 2,275억불로 3.5% 증가하

고 2008년 2,951억불 규모로 년평균 7.8 % 성장이 예상된다<표8-6-1>. 한국

은 2004년 265억불 수출에서 2006년 320억불에 이르는 수출확대가 전망된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시장은 약 1 대 4의 점유분포를 가지며, 2004년 반도체시

장 2,198억불중에서 메모리가 480억불로 22 %, 비메모리는 1,718억불로 78 %

를 점유하는 비메모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8-6-1>                 반도체의 세계시장 추이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04-'08  구분

총반도체 2,198 2,275 2,324 2,561 2,951 7.8%

총메모리 480 496 428 505 640 8.5%

 D램 263 270 185 234 324 9.1%

 플래시메모리

 NAND
68 80 90 103 129 17.4%

반도체 성장률(%) 23 3.5 2.1 10.2 15.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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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모리반도체 시장현황

  품목별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시장은 2006년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큰 폭으로 

축소되고, 메모리반도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D램의 시장위축주기로 인

하여 2006년의 메모리반도체시장이 크게 위축된 -31 %의 성장을 이룬다<표

8-6-1>. 그 이유는 D램업체들의 300㎜라인 본격 가동과 미세회로 적용 등에 

따른 공급과잉 등으로 성장의 정체가 예상된다.

  2004년에 메모리시장의 급성장(38.7 %)은 견조한 PC 및 휴대용 정보기기 출

하 증가로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D램은 9.1 %의 

지속적인 증가와 NAND형 Flash메모리는 17.4 %의 급성장으로 메모리반도체

를 주도할 전망이다. 또한 D램의 60 % 규모에 그치고 있는 Flash메모리 시장

이 휴대형 기기의 급성장으로 2006년 이후 D램을 능가하는 시장을 이루며 메

모리반도체의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의 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은 한국의 전략수출산업이며 단일품목으로 1992년 이래  12년 연

속 수출1위 품목으로 2003년 195억불의 수출로 전체 수출의 10.1 %와 2004년 

265억불의 수출로 10.4%를 차지하고 있다<표8-6-2>.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생

산비율은 83:17로 메모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세계 반도체업계의 평균(19:81)

과 비교시 한국의 반도체 생산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향후 한국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메모리 반도체분야를 더욱 강화하며, 또한 소량 다품종

의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을 사업의 다각화함으로 세계일류상품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표8-6-2>             한국의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억불)  

년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총수출 1,323 1,437 1,724 1,506 1,624 1,938 2,538

반도체수출 170 203 260 143 166 195 265

비 중(%) 12.8 14.1 15.1 9.0 10.3 10.1 10.4

(출처: 산자부통계,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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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반도체 수출은 265억불로 전년대비 35.8 % 증가하 으며 주요 수출국

가는 미국 46억불, 대만 41억불, 일본 35억불, 중국 32억불, 독일 21억불로 세

계 각 지역으로 수출을 하 고 최근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 다<표8-6-3>. 

<표8-6-3>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현황
(단위：백만불)

‘04년 한국 수출 미 국 대 만 일 본 중 국 싱가폴 독 일  국

26,516 4,622 4,115 3,544 3,278 2,625 2,126 276

(출처: 산자부통계, 2005. 3)

<표8-6-4>          한국의 품목별 반도체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품목 구분 2004년 수출 전년대비 성장율(%)

메모리 15,956 47.6

DRAM 9,620 53.3

Flash 3,350 93.2

기 타 2,896 3.4

비메모리
(조립포함) 10,560 21.0

합 계 26,516 35.8

(출처: 산자부통계, 2005. 3)

  ’04년 메모리 세계시장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각축하며 1위를 차지하 다

(표8-6-5). ‘97년이후 D램 시장에서 한국이 7년 연속 1위로 세계시장을 주도하

고 있으며, S램 및 Flash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 시장점유로 

일본과 함께 3강구도를 이루고 있으나 금년에 한국의 신제품 및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 대만의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얻어 약진을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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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5>    2004년 메모리 세계시장 및 국가별 시장점유율

구 분
2004년
세계시장
(억불)

한국
매출액
(억불)

시장점유율(%)
비 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메모리전체 480 181 38.0 29.0 15.2 10.2 1위

D램 263 124 47.1 17.3  6.9 15.3 1위

S램  41 13 31.1 35.5 28.9  4.2 2위

Flash 154 44 28.5 43.8 24.7  2.7 2위

(출처: Gartner Dataquest, 2005. 3)

 나. 반도체 기술동향

   1) 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제조공정은 Si 웨이퍼를 가공하는 전공정(FAB)과 조립하는 후공정

(Packaging)으로 분류되며, 전공정의 핵심은 초미세화 공정기술을 다음 두 기

술로 크게 대별하는데 첫째가 리소그라피 공정기술이고, 둘째가 박막증착, 식

각, 세정 등의 리소그라피 이외의 기타 공정기술이다.

   2) 반도체 기술발전

  표8-6-6에서와 같이 메모리반도체는 PC의 메인 메모리에 주로 사용되며, 

고집적화, 고속화, 저전력화, 생산단가 절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펜티엄급 PC출시로 이전에 비하여 D램의 속도도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하 으며, D램은 고속화를 위해 S(싱크로너스)D램, SD램의 2배의 전송속

도를 가지는 DDR SD램, SD램의 4배의 전송속도를 가지는 램버스 D램, 램버

스 D램의 4배의 전송속도를 가지는 XDR D램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SD램(25 %)과 DDR SD램(70 %)이 대부분의 D램시장을 차지하고 있

으나 D램의 고집적도 향상에 의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최우선시 되며, SD램, 

DDR, 램버스, XDR 등의 고속화 D램 생산업체는 제품의 개발에 앞서 우선적

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업체는 반도체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JEDEC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차세대 D램분야 

국제표준 작업에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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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6>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 및 전망
메모리 반도체 (휘발성 & 비휘발성 메모리)

 종  류 용도 기 능 추 세

․휘발성  
  메모리

․D램 ․SD램 메인
메모리

고집적
대용량

고집적

저전력
저가격

․DDR SD램
․DDR2 SD램
․DDR3 SD램

고속화

․램버스 D램
․XDR D램

․S램 ․DDR SS램 동 상 고속도

․비휘발성 
  메모리

․Flash메모리  디지털
정보기기

비휘발성
저전력 비휘발성

* JEDEC :  합동전자소자협의회(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  미국 전자공업협회(EIA)의 하부조직으로, 제조업체와 사용자 단체가 합동으로 집적회로

(IC) 등 전자장치의 통일규격을 심의, 제정
  - 1960년에 설립돼 현재 300여개 회원사와 1천800명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48개의 위원회를 두고있는 반도체 규격 표준화분야에서 가
장 향력있는 단체 

  최근에 모바일기기 및 디지털가전의 디지털화 확산으로 Flash 메모리가 부

상하고 있으며 Flash 메모리의 큰 소비전력, 느린 쓰기속도 등에 대한 한계로 

F램과 같은 새로운 비휘발성메모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표8-6-7에서와 같이 D램 메모리반도체의 로드맵을 고집적화, 고속화, 저전

력화, 생산단가절감 등과 관련하여 보고자한다. 

<표8-6-7>          D램 메모리반도체의 Road Map
개발
년도

양산
년도

용량
DRAM

선폭
(㎛)

리소
그라피
광원

웨이퍼
사이즈
(㎜)

동작전압
(V)

커패시터 
유전체

전극
재료

용량
(신문지)

'92 '95 64M 0.35 I/KrF 200 3.3 SiO2/Si3N4

(ON) poly-Si 520매
(15일)

'94 '98 256M 0.25 I/KrF " 2.5 ON poly-Si

'96 '01 1G 0.18 KrF 300 1.8 ON/
Ta2O5

Si/TiN 백과
사전

'00 '04 4G 0.13 KrF
ArF " 1.5

Ta2O5/
Al2O3/
HfO2

Si/TiN/
Ru

'03 '07 16G 0.10 ArF
F2

" 1.2 SrTiO3 Ru

'06 '10 64G 0.07 ArF
F2

400 0.9 (Ba,Sr)TiO3 Ru 인간
메모리

'09 '13 256G 0.05 EB, EUV " (Ba,Sr)TiO3 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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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집적화 

  D램의 고집적화에 따라 선폭이 축소되면서 양산성 확보의 어려움, 공정 복

잡도의 증가에 따르는 생산성 저하 등의 제반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D램의 주요 기술개발은 나노 리소그라피기술, 고정전용량 커패시터와 

고유전 트랜지스터 등에 집중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그림8-6-1]에서와 같이 선폭은 한 셀의 짧은 변의 

반으로 정의하며, 비메모리 로직 소자의 경우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선폭 즉 

게이트 길이로 정의한다. 

  리소그라피(Lithography, 노광)는 노광원을 사용하여 설계된 대로 웨이퍼 위

에 미세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0.1 ㎛이하의 선폭 축소에 따라 단파

장의 광원을 채택한 나노 리소그라피기술을 개발중이며, 짧은 파장의 노광원

이 높은 해상력을 가지며 더 미세한 회로선폭을 형성시킨다. 0.1 ㎛이하의 선

폭 적용을 위해 광학 리소그라피기술에서 비광학 리소그라피기술로 발전되고 

있으며, 광학 리소그라피기술는 엑사이머 레이저(KrF, ArF ; 193 ㎚∼248 ㎚)

를 사용하고 있고, 엑사이머 레이저(KrF, ArF) 리소그라피 공정의 문제점은 

초점의 작은 깊이, 라인모서리의 라운딩, 후 노출 지연, 건식에칭의 낮은 저항, 

비싼 가격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광학 리소그라피기술은 전자빔과 극초

자외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빔(EB, Electron Beam)은 100 kV의 전자빔을 

이용하며 초점의 큰 깊이와 싼 가격의 마스크 등의 이점을 가지는 나노 리소

그라피기술로서 극초자외선(EUV, Extreme Ultra Violet)은 현재 가장 짧은 파

장(13 ㎚∼11 ㎚)을 가지며, 70 ㎚∼35 ㎚의 선폭을 형성시키는 최상의 차세대 

나노 리소그라피기술로 알려져 있다.

[그림8-6-1] DRAM과 CPU의 선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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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패시터의 용량증대를 위하여 전극 표면적의 증가, 고유전율 재료의 채택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저유전율의 유전체는 SiO2

(κ∼3.9)와 Si3N4 (8)로서, 향후 차세대 고유전율의 유전체는 Ta2O5(25), HfO2 

(25), STO(200), BST (>300)등이 있다.

  또한 열 안전성이 높은 전극재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의 poly-Si (Si)을 

대체할 금속(Ru, Ru/Pt)전극재료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유전체와 금속

전극을 이용한 고정전용량 커패시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자 및 트랜지스터 내에서 전자의 전달속도를 높이기 위해(게이트)선폭을 

줄이는 추세이나 0.13 ㎛이하의 선폭에서는 short channel효과가 발생한다. 그

림8-6-2에서와 같이 short channel효과란 source-drain(channel)의 짧은 거리

로 인하여 게이트 on/off가 조절되지 않아서 누설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

며, short channel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SiO2 저유전체에서 HfO2 등

의 고유전 박막절연체로 대체됨으로 고유전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고 있다.

 

   4) 고속화

  배선기술은 IC에서 트랜지스터의 상호 연결회로를 구성하며, 전원공급 및 

신호전달의 통로를 실리콘 위에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는 주로 알루미

늄 배선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집적화/고속화 추세에 따라 제반 문제점이 유발

된다. 선폭감소로 인하여 배선 및 콘택트 저항치가 증대되고 저항열과 일렉트

로마이그레이션(Electromigration)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일렉트로마이그레

이션은 전류 도가 높을 경우 전자이동의 반대방향으로 원자가 움직여 심할 

[그림8-6-2] MOSFET의 단면 구조

source drain

gate

VG

1.5V

Tox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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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배선이 끊어지기도 하는 현상이다.

  고속화를 위한 차세대 배선재료로서 구리/저유전 절연재료에 대해 많은 연

구가 진행중에 있다. 구리는 알루미늄에 비해 낮은 저항(62 %)을 가지며, 현

재의 고유전율(3.9)을 가지는 SiO2에서 저유전율(2.5)을 가지는 SiOC 절연재료

가 대체되며 부각되고 있다. 

   5) 저전력화

  Non-PC의 반도체 수요급증에 따라, 동작속도의 증가와 발열량의 감소를 위

하여 저전압, 저소비전력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 Non-PC는 휴대전화, 

DVD, MPEG, GPS, 게임기, HDTV 등의 정보기기이다. 표8-6-8에서와 같이 

메모리반도체의 선폭 감소에 따라 D램은 3.3 V에서 2.5 V 및 1.8 V로, S램은 

1.8 V에서 1.2 V∼1.5 V 및 1.0 V이하의 저전압에서 동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0 ㎚의 선폭에서 최대소비전력은 1.0 W이하로 될 것이다.

<표8-6-8>      메모리반도체의 선폭 감소와 저전압 동작
D램 S램

전압(V) 선폭(㎛) 전압(V) 선폭(㎛)

3.3 0.35∼0.14 1.8 0.17∼0.07

2.5 0.26∼0.11 1.2∼1.5 0.11∼0.05

1.8 0.17∼0.07 < 1.0 < 0.07

  소자와 소자, 소자내 트랜지스터 사이를 완전 절연시키므로 누설전류를 감

소하게 한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 대신에 실리콘이중막 웨이퍼(SOI) 

및 에피 웨이퍼를 개발 중이며, SOI(Silicon On Insulator, SiO2)는 실리콘 웨

이퍼에 산소이온을 주입해 실리콘 표면 아래에 실리콘산화막(SiO2)을 형성시

키게 된다. SOI를 적용할 경우 전력소모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속도는 30 

%이상 향상하게 된다.

   6) 생산단가의 절감 

  300 ㎜웨이퍼를 채택할 경우 기존의 200 ㎜웨이퍼보다 면적이 2.25배 늘어

나 장당 칩생산량의 증대로 인하여 생산단가가 크게 감소된다. 웨이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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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지면 단위공정당 가격은 높아지지만, 웨이퍼당 칩수가 증가하여 결과적

으로 생산단가가 절감된다.

  셀 크기는 칩 사이즈와 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셀 구조를 8F
2
 구조에서 

6F
2
 또는 4F

2
 구조로 변경하여 절반의 셀 크기를 가지는 새로운 셀을 개발하

고 있다. F는 minimum feature size, 즉 선폭과 대략 같다. 그러나 8F
2
 이외의 

cell architecture는 아직 한번도 대량 생산되어 그 성능이 검증된 바 없기 때문

에 이와 같은 achitecture의 변경은 모든 회사에서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다.

   7) 차세대 반도체 공정과 나노기술의 적용

  반도체 공정에서 나노기술은 “선폭이 150 nm이므로 nano-tech이 아니고 100 

nm이므로 nano-tech임”과 같이 구별하지 않으며, 신공정의 채택여부와 나노크

기 생성물의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노기술로 정의한다.

  기존 기술(마이크로기술)과 나노기술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CMOS (상보

성금속산화물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산화박막의 경우에 대하여 150 nm 

선폭의 IC에서 산화박막의 두께는 2 nm∼3 nm 수준이지만 기존의 SiO2 열산

화막 공정으로 제조하고 있다. 100 nm 이하에서는 short channel 효과의 발생

으로 기존 산화박막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고유전율 산화박막이 요구되

고 있다. ALD법(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하여 절연박막을 형성하며, 새로운 산

화박막의 5 nm두께는 short channel 효과를 저지하여 누설전류를 억제한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산화박막보다 새로운 박막의 두께가 두껍지만, 그 박막의 

특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는 나노기술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적용중인 나노기술을 살펴보면, 커패시터 제조공정에서 HSG (hemi- 

spherical grain)를 이용하여 커패시터 표면적을 늘리는 공정은 이미 64 M 때

부터 적용하고 있다. HSG는 구불구불한 표면을 형성하여 커패시터 표면적을 

최대화한다. 반도체공정에서의 나노기술은 양산성을 구비한 리소그라피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을 보이는 나노 생성물을 형성한다. 

 다. 차세대반도체

  <표8-6-9>에서와 같이 차세대반도체는 향후 3년후의 단기전망으로 메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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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을 복합화한 다기능 칩인 SoC, 5년후의 장기전망으로 기존 D램과 다른 

동작원리와 신재료를 이용하는 포스트 D램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SoC는 하나의 칩에 다기능회로를 집적한 반도체이며, PC, 이동전화기 등 

각종 디지털 정보기기에 내장되는 다수의 반도체 칩을 하나로 통합하는 디지

털 컨버전스의 휴전 기술을 이용한다.

   포스트 D램의 구비요건은 대용량, 고속, 비휘발성, 저전력 등을 들수 있다. 

현재 유력한 차세대메모리로 F램과 P램이 부상하고 있으며, M램, Nano메모

리, 단전자메모리가 연구개발 중이다.  D램의 가격경쟁력을 능가하는 포스트D

램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8-6-9>                포스트 D램의 전망
구   분

실용화

시 기
 주 요 사 항

단기전망

․D램, S램, Flash 현재∼ ․D램 기술 로드맵

․SoC

  (시스템온칩)
현재∼

․휴전 기술

  (메모리&비메모리 통합)

․디지털 컨버전스

장기전망

․F램(강유전체) 2∼5년

․M램(자성) 5∼10년 IBM (256 M?)

․P램(상전이) Cost Down, SoC용이

․N램(나노튜브) 초고집적도(Terabit)

․SET램(단전자) Terabit

   1) SoC(시스템온칩)

  SoC는 선폭 130 ㎚∼50 ㎚의 초미세회로 나노공정, 구리배선공정, 300 ㎜ 

웨이퍼공정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초소형·초박형으로 시스템화한 것이다. 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반도체단말기의 다기능지원을 하는 원칩 휴대폰을 인텔

이 출시할 예정이다. 플래시메모리와 S램에 DSP, 휴대폰프로토콜S/W, 주변장

치 등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셀룰러온칩은 2007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그림8-6-3]에서와 보는바와 같이 D램, S램 및 Flash메모리를 하나의 칩으로 

만든 메모리반도체 SoC 뿐만아니라 메모리반도체에 비메모리(시스템LSI)를 

통합한 반도체 통합칩 SoC들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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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6-3]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의 통합칩 SoC

   2) 포스트 D램

    가) F램 (Ferroelectric RAM) : 강유전체램

  F램은 그림4에서와 같이 D램과 동일한 구조와 동작원리로 커패시터를 강유

전체로 대체되었으며 가해진 전기장에 따라 잔류분극을 이용하여 0과 1을 저

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며, Flash 메모리를 대체할 대표적인 차세대 메모리

로 부상되고 있다. 그 용도는 PC, 모바일기기 및 디지털가전기기 등의 메모리

이다.

  F램의 특징은 D램의 기록 횟수(> 10
15
)에는 못미치지만 Flash 메모리 (∼

10
6
 회 반복 기록) 보다 더 긴 동작수명 (> 10

13
 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대

용량, 정보처리속도의 고속화, 저전력, 비휘발성을 나타낸다. D램과 동일한 동

작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접 셀 간의 간섭 등 초고집적화에 

따른 문제가 거의 없다.

  국내외 개발동향을 보면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에 비해 약간 앞서 나아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90년부터 F램 개발에 착수하여 ‘00년 7월에 4 Mb F램을 개

발하 으며, ’04∼‘06년에 상용화 예정으로 현재 32 Mb를 개발중에 있다. 일본

의 Fujitsu와 Toshiba, 독일의 Infineon 등은 2004년에 양산할 예정으로 휴대

기기용 및 IC카드용 8 Mb 및 16 Mb를 개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수많은 연구개발결과로 인하여 생산공정 및 소재물질의 문제는 

해결하 지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가 지체되고 있다. 가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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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문제는 전체적인 시장규모와 장비, 재료 시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

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매우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림8-6-4] F램의 로드맵, 구조 및 동작원리

    나) M램 (Magnetic RAM) : 자성램      

  M램은 [그림8-6-5]에서와 같이 가해진 자기장에 의한 박막의 자화방향에 따른 

자기저항효과를 이용한 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이다. 반도체 내부의 자기 메모리 

셀의 자화 방향에 따라 0 또는 1 의 데이터 비트가 기록되는 메모리이다.  

  M램의 특징은 기존의 전기신호를 자기신호로 바꾼 것이 가장 크며, 저전력, 

비휘발성, 반 구적인 제품 수명을 가진다. 또한 Flash메모리의 1000배 빠른 

쓰기 특성, 데이터접속(access) 시간도 D램보다 10배 빠른 5 ns, 사용전력은 

D램의 1/100수준인 2 mA로 현재의 메모리중 최고의 동작성능을 가진다. 

  M램의 문제점은 자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셀을 동작시키기 때문에 집적도가 

증가될수록 인접 셀 간의 간섭이 심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있으나 공정이 어려워지고 양산성에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TMR 

junction에서 사용되는 턴낼링 산화막의 두께를 웨이퍼 전면에서 0.1 nm 이하

의 균일성을 갖도록 조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위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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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은 우수하나 양산성있는 공정으로 발전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되고 있다. 

  국내외 개발동향을 보면 IBM은 2005년에 256 Mbit 상용화제품의 출시 예

정을 발표한 바 있지만, IBM, Infineon 등은 최근 M램의 제품화의 문제점들에 

의하여 오히려 이 분야에서의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태이다. 삼성전자는 커패

시터의 자성박막을 대체하여 2005년 Mb급 M램을 개발 진행중이다.

[그림8-6-5] M램의 구조 및 원리

    다) P램 (Phase-change Memory) : 상전이 메모리

  P램은 [그림8-6-6]에서와 같이 물질의 상(Phase) 변환에 따른 전기저항 차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가역적 구조 상전이 현

상을 데이터저장 메모리로 활용하며, 찰코젠나이드 합금재료 (Ge2Sb2Te5) 박

막이 비정질상에서 결정질상으로 상변환을 하여 결정질상태일때 저항 및 활성

화에너지가 낮고, 장거리 원자질서와 자유전자 도는 높다.

  P램의 장점은 SoC로 제작하기가 쉬우며, 생산가격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중에서 낮은 편이다. P램은 5 ㎱의 처리속도로 매우 빠르며, 저소비전력, 10년 

이상의 비휘발성을 가지며, 10조(1013) 이상까지의 동작수명을 가진다. 작동온도는 

77 K(-196℃)의 저온에서 453 K (180℃)의 고온 역까지 넓은 역에 이른다. 

  P램은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있어 상용화시기가 요원하지만, 차세대 메모리

로 향후 전망이 좋다. Intel과 STMicroelectronics은 모바일 기기용의 P램을 

개발하며 전반적으로 기술개발을 주도한다. 국내업체는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므로 산학연 컨소시엄하에서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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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6-6] P램의 구조 및 원리

    라) N램 (Nanotube Memory) : 나노 메모리

  N램은 [그림8-6-7]에서와 같이 탄소나노튜브(CNT, 수 ㎚∼20 ㎚의 튜브형 소

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작한 나노메모리이며, MOS-FET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채널을 CNT로 대체하여 수직으로 성장시켜 제작한 트랜지스터 구조

를 가진다.

[그림8-6-7] N램의 구조 및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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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erabit이상의 초고집적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연구개발단계로 차세대반도체에서 향후전망은 좋은편이다. CNT 특성 조

절을 통한 band gap의 제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또한 소자 설계 최적

화 및 제작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N램의 문제점은 아직 이와 같은 나노 재료들을 웨이퍼 상에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배열시킬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공정이 없는 상태이고 가까운 장래에 

실현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초적인 연구는 계속하되 대규모의 연구

비를 투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이후 약 1조달러 규모의 세계반도체시장이 예상된다. 삼성종합기술

원은 세계최초로 CNT반도체소자 고집적도(0.2 Tera급)를 개발하 으며, 과기

부의 21C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마) SET램 (Single Electron Transistor) : 단전자 메모리

  SET램은 반도체, 초전도체, 나노튜브 등을 사용하여 트랜지스터 내에서 단

일전자의 이동을 이용한 단전자 메모리이다. 분자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트랜

지스터를 분자 스위치로 대체하며, 나노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론

상으로 반도체 크기를 무한대로 축소할 수 있다. 

  SET램은 하나의 분자 혹은 원자가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전력구동 

및 초고속 구동의 장점을 가진다.

  세계 최소의 “나노 단분자 트랜지스터”는 재미 한국과학자인 하버드대 박홍

근교수와 코넬대 박지용씨가 개발하 다. 금으로된 2개 전극사이에 단분자(바

나듐2원자 혹은 코발트원자)를 배치하며, 그 전극의 간격은 2 ㎚로 머리카락

의 5만분의 1이되는 극미세 전극이다. 바나듐 단분자 아래에 위치한 제3극인 

게이트에 전기를 가하면 전자가 바나듐을 통해 전극 사이를 이동함으로써 전

류를 조절한다. 이는 나노크기의 전자소자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나, 현재 확실한 실현

방법이 어려워 단분자 트랜지스터의 실용화는 곤란한 실정이다.

 

 라.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지원방향

  향후 기술개발의 지원분야는 차세대반도체의 나노공정 분야, 장비․재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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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초․설계 기술향상의 인력양성분야 및 세계표준화분야 등 기반구축이 

우선적이며, 해당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지적재산권확보 및 양산라인 구

축 등을 들 수 있다.

  반도체산업은 타이밍산업으로 시의 적절한 연구개발 지원의 중요성이 크며, 

미국과 일본 선진국에서도 범국가적 반도체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선행공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일본은 70 ㎚ 나노기술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또한 EU도 SoC 설계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반도체의 기술개발은 ALD법을 이용한 나노박막공정을 SoC 및 포스

트 D램에 적용하고, 나노반도체용 나노리소그라피(EUV)의 핵심기술을 개발하

는 차세대기술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수요업체와 장비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비메모리반도체의 기초․설계 기술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반도체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한다. 세부적 추진사례로 통신․디지털가전 분야의 

SoC 기술개발 활성화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적극적 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연

계의 제도적 지원체재를 구축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반도체의 국제표준화 촉진을 위해 산기반조성사업에서 신성장동력산

업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을 통하여 민관공동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규격

(IEC)과 단체규격(JEDEC) 등에서 한국의 규격안을 채택시키는 등 규격제정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업체는 연구․개발단계인 공정․재료․

구조 등의 유효 특허, 개념정립단계인 원천 특허 확보의 유도로 지적재산권을 

구축함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마. 반도체의 국제표준화 현황 및 추진

  반도체는 주로 IEC TC 47(반도체소자) 기술위원회에서 SC 47A(집적회로), 

SC 47D(반도체패키지), SC 47E(개별반도체소자) 등 3개 분과위원회 및 총 22

개 작업반(WG)으로 구성되어 운 되고 있다. 표8-6-10에서와 같이 TC/SC의 

국제간사(2명), WG컨비너(1명)의 업무 주도로 멤스 및 반도체센서 등 WG 12

명의 국내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도체소자의 국제표준화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TC 47에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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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2002년부터 한국이 간사국을 수임하여 반도체소자의 표준화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이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한

국은 IEC TC 47의 TC/SC 주요요직 선점하고 있으며 국제간사의 수임이 한국 

2명, 일본 1명, 미국 1명이며, 의장의 수임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각국 1명씩

이며 한국은 SC 47D(반도체패키지)분과위원회의 의장의 수임을 추진중이다. 

<표8-6-10>  반도체 분야의 한국 IEC국제표준 주요요직 수임현황

구 분 분 야
현재 수임자 간사국

(혹은 요직)
수임일

비 고
성 명 소 속

국제간사
IEC TC 47 
(반도체소자) 정일섭교수 성균관대 ‘02. 7

한국최초 
TC간사국수임

“
IEC SC 47E 

(개별반도체소자) 김 민이사 (주)동일기연 ‘93. 7
한국최초 

SC간사국수임

컨비너
IEC SC 47E/WG 1 

(반도체센서) 박세광교수 경북대 ‘94.10
한국최초 

WG컨비너수임

의장
IEC SC 47D 
(반도체패키지) 이춘흥소장 (주)엠코코리아

‘05.10 
(추진중)

한국최초 
IEC SC의장수임

  메모리반도체의 표준을 실질적으로 JEDEC이 주관하며 D램, S램, 플래시메

모리, 메모리 모듈 등 모든 메모리반도체의 전기적 표준을 제정하며, 이외에 

신뢰성, 패키지 등 이에 수반된 표준도 모두 제정하고 있다. 최근 USB Driver 

등 각종 메모리 카드가 등장하면서, 소니 등 Consumer 제품 생산 업체가, 마

케팅 목적의 자사 제품용 카드 사양을 제정하고 있다. 한국은 JEDEC에서 메

모리 기술사양 결정 및 설계기술 검토하는 메모리위원회(JC 42) 등 4개 분야

에서 활동 중이다.

  <표8-6-11>에서와 같이 한국은 1종의 IEC국제규격 출판과 1종의 제정규격

의 진행중인 국제규격 및 4종의 국제규격 제안예정 등 센서 및 멤스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제안 반 중이다. ‘96년 한국의 최초 국제규격제안인 “반도체센서

의 일반 및 분류 에 대하여 경북대 박세광교수가 제안하여 ‘00년 10월에 국

제규격으로 출판되었다. ‘02년 11월에 일본에서 제안하여 진행중인 멤스의 용

어 및 정의 규격에서 현재 34 %의 용어가 한국의 의견을 제안 반 하고 있

다. 한국은 ‘04년 6월에 “초소형 전자소자(멤스)의 품목규격 제안하여 CD안

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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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규 IEC규격(안) 4종을 작성중이며 ’05년 6월∼10월 “반도체 PN접합

형 온도센서 “RF멤스 스위치 “초고압 다이오드 및 휴대폰용 CMOS 이미

지센서 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IEC TC 47(반도체소자)의 국제간사 수임으로 한국의 역할강화하며, 

한국이 제안한 JEDEC 단체표준을 KS 및 IEC국제규격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반도체센서 및 멤스의 기반기술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하며, 

IEC TC 47/SC 47E(개별반도체소자)에서 시장보다 앞서 표준개발하고, 국내전

문가의 표준화활동으로 국제표준 6종의 우리 기술을 반 한다. 

  메모리의 강자인 삼성전자가 JEDEC의 단체표준화 활동 주도하며, D램 관

련 분과위원회 의장단의 한국활동 비중(40 %) 확대하고, DDR3 SD램, XDR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규격의 제안비중(43 %) 확대한다. 

  반도체분야 IEC규격 145개중 2005.1월 현재 88개(61 %)의 KS규격화하 으

며, 향후 IEC 국제규격을 KS 국가규격으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8-6-11>  IEC TC 47(반도체소자) 분야의 한국 제안규격 및 활동현황
세부
분야 규격번호 IEC 규격명

Projector 
Leader 소속 제안일 현단계

센서 IEC 60747-14-1 
Ed.1

반도체센서의 일반 및 
분류

박세광
교수

경북대 ‘96.10 ‘00.10
출판

멤스 IEC 62047-4 Ed.1 초소형 전자소자 
(멤스)의 품목규격

박세광
교수 경북대 ‘04. 7 WD

" IEC 62047-5 Ed.1 
(예정)

RF 멤스 스위치 박재
교수

광운대 ‘05. 6 NP제안
준비중

센서 IEC 60747-14-5 
Ed.1 (예정)

반도체PN접합형 
온도센서

박세광
교수 경북대 ‘05. 6 NP제안

준비중

" IEC 60747-14-6 
Ed.1 (예정)

휴대폰용 CMOS 
이미지센서

이정노
책임

삼성전자 ‘05.10 NP제안
준비중

전력소
자

IEC 60747-7-5 
Ed.1 (예정) 초고압 다이이오드 강이구

교수 극동대 ‘05.10 NP제안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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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플레이
 가. 디스플레이산업 개요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정보를 인간이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화면에 전시

해주는 상표시장치로 정보통신시대의 핵심역할을 한다. 디스플레이의 종류

는 전자총을 사용하는 저가격의 브라운관(CRT)과 輕薄 · 高畵質의 평판디스

플레이(FPD)로 구분되며, FPD는 두께가 얇아 공간활용도가 높고 무게가 가벼

우며, 크기가 유연해 응용분야가 급속히 확대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LCD, 

PDP, OLED, FED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오디오시대, 모노시

대, 컬러시대를 거쳐서 디지털시대로 발전하며, 케이블TV보급, PC시대 개막, 

모바일시대, 디지털방송 등 변곡점을 거치며 급신장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특징은 대규모의 적기투자가 중요한 자본집약적인 경향을 띄

며, LCD 유리기판 대형화에 따라 투자비용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디스플레

이는 2년∼3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고,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존재로 

지속적인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양한 응용제품의 출현과 함께 

디스플레이간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는 핵심부품산업의 후방산업과 시스템산업의 전방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높다. 

디스플레이는 부품․소재를 공급받아 가공․조립하는 시스템 산업이며, 디지털 

가전․컴퓨터․정보통신기기 등의 핵심부품으로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림8-6-8] 디스플레이의 전․후방 산업현황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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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12>          주요 디스플레이별 특징 비교 
구분

CRT

(브라운관)

평판디스플레이

TFT-LCD PDP OLED FED

장점
고화질

저가격

경량/박형

저소비전력

고해상도

박형

대형크기

경량/박형

저소비전력

고선명․고속

경량/박형

저소비전력

고선명․고속

시야각무한대

단점

넓은 공간 

차지

전자파 多

고가격

좁은 시야각

고가격

고소비전력

저효율

소형크기

저수명

구동전압 高저

수명/대형화 공

정애로. 저전압

형광체 개발 要

크기 10〃∼40〃 30〃∼82〃이하 42〃∼102〃 20〃이하 30〃

개발

단계
성숙 양산/성장 양산/성장

-연구개발/양산

초 기 시 장 진 입

(PM형)

연구․개발

적용

분야

모니터, TV 

등

노트북PC, 모니터, 

TV 등 대형 

휴대폰, PDA, 

Palm PC 등 소형

벽걸이 TV 

등 초대형

휴대폰, PDA, 

Palm PC 등

소형

모니터, TV

연구

기술
평면화

화면의 대형화, 

저가격화

저가격화

고효율

양산화, 화면의 

대형화

양산화, 화면의 

대형화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005. 5)

    * CRT(브라운관, 음극선관) : Cathode Ray Tube

    * FPD(평판디스플레이) : Flat Panel Display

    * TFT-LCD(초박막 액정디스플레이) : Thin Film Transistor - Liquid 

Crystal Display

    * STN-LCD(보급형 액정디스플레이) : Super Twisted Nematic - Liquid 

Crystal Display

    * TN-LCD(꼬인 네마틱 액정디스플레이) : Twisted Nematic - Liquid 

Crystal Display

    *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Plasma Display Panels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FED(전계방출디스플레이) : Field Emissio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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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13>           디스플레이별 설비투자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CRT TFT-LCD PDP OLED(능동형)

투자비용 3천 5백억원 1조 4천억원 3천억원 1조원

생산량
월 70만대
(15" 기준)

월 90만대
(15" 기준)

월 2만대
(42" 기준)

월 70만대
(14"∼15" 기준)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005. 3)

<표8-6-14>          6세대 v.s. 7세대 TFT-LCD 비교
구 분 6세대 7세대

유리 크기 1500×1850 ㎟ 1900×2200 ㎟

유리 1장당 생산량
(15" 기준) 24대 36대

 라인당 투자비 3조 3천억원 4조 5천억원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005. 3)

 나. 디스플레이 시장동향

  2004년 디스플레이 세계시장은 전년대비 31% 성장한 776억불을 기록했으

며, '02년 485억불, '05년 776억불, '08년 1,039억불에 이르며 년간 11.9 %의 

성장이 전망된다. 평판디스플레이(FPD)는 '02년 297억불, '05년 626억불, '08

년 914억불에 이르며 년간 15.8 %의 성장이 전망된다. CRT : FPD 비중은 

'02년 39 : 61, '05년 19 : 81, '08년 12 : 88에 이르고, CRT의 시장이 점차 둔

화하며 FPD의 급성장으로 디스플레이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표8-6-15∼16>. 

[그림8-6-9]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동향
(자료: DisplaySearch Q4'04,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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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15>             디스플레이의 세계시장 추이
(단위 : 억불)

     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03-’08

FPD 297 439 617 626 759 853 914 15.8 %

LCD 270 394 554 543 648 708 749 15.0 %

PDP 14 28 42 53 68 81 85 24.6 %

OLED   1   2   3   7  19  38  52 85.9 %

CRT 188 154 159 150 142 133 125 -3.4 %

합 계 485 593 776 776 801 986 1,039

성장율(%) 18 22 31 0 16 9 5 11.9 %

(출처: DisplaySearch Q4'04, 2005. 1)

<표8-6-16>       CRT & FPD의 디스플레이시장 점유 추이
(단위 : %)

      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PD 61.2 74.0 79.5 80.7 84.3 86.5 88.0

CRT 38.8 26.0 20.5 19.3 15.7 13.5 12.0

(출처: DisplaySearch Q4'04, 2005. 1)

   1) 평판디스플레이 시장현황

  a-Si(아몰퍼스 Si) TFT-LCD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연평균 16 %

의 고성장하며, PDP 및 OLED 각각 연평균 24.6 % 및 85.9 %의 高成長하는 

반면 CRT는 -3.4 % 성장에 그친다.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점유중 a-Si TFT-LCD는 2003년 69.5 %에서 2004년 

69.9 %로 성장하며, PDP는 6.4 %에서 6.7 %로 성장하며, LTPS(저온폴리기

판) TFT-LCD는 6.6 %에서 7.2 %로 성장하며, PM(능동형)LCD는 11.9 %에

서 9.9 %로 (-)성장하 다. 



제6절 디지털전자분야  627

  <표8-6-17>에서 2004년 평판디스플레이 응용제품은 약 470억불 세계시장

과 60 %의 고성장을 한다. 데스크탑 모니터가 31.8 % 시장점유의 주를 이루

며, 모바일 폰, 노트북PC, LCD TV, PDP TV 등이다. 특히 고화질 HDTV용 

LCD TV 및 프로젝션 TV는 약 240 %의 괄목할만한 초고성장을 이루고 있다.

<표8-6-17>         2004년 FPD 응용제품의 세계시장 추이
(단위 : 억불, %)

응용제품 2004년 시장(억불) 년간 성장율(%) 시장 점유율(%)

데스크탑 모니터 149.55  62 31.8

모바일 폰  91.90  75 19.6

노트북PC  74.64  47 15.9

LCD TV  41.52 247  8.8

PDP TV  27.52  76  5.9

총 계 469.97  60 100

(출처: DisplaySearch Q4'04, 2005. 1)

  <표8-6-18>에서 2004년 평판디스플레이 응용제품 크기별 분류는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PC 등의 10"∼21" 대형이 51.3%로 시장점유의 주를 이루며, 모

바일 폰, 디지털카메라 등의 1"∼10"소형/중형이 32.2%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고화질 HDTV용 LCD TV, PDP TV 및 프로젝션 TV 등의 21" 이상 대면적 

디스플레이는 약 130의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표8-6-18>       2004년 FPD 제품 크기별 세계시장 추이
(단위 : 억불, %)

크기별 구분 2004년 시장(억불) 년간 성장율(%) 시장 점유율(%)

마이크로디스플레이  15.07  54  3.2

소형/중형(1"∼10") 151.55  42 32.2

대형(10"∼21") 240.89  60 51.3

대면적(21" 이상)  62.46 130 13.3

총 계 469.97  60 100

(출처: DisplaySearch Q4'04,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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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6-19>에서 한국·일본·대만간 경합구도 및 국가별·업체별 특화를 볼 

수 있으며, TFT-LCD는 한국․일본․대만간 경합구도이며, PDP는 일본이 우

세, OLED은 일본․유럽․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이다.

<표8-6-19>                 국가별 경쟁력 현황
구 분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미국

TFT-LCD

노트북용 ◎ ◎ ◎ △ △

모니터용 ◎ ◎ ◎ △ △

TV용 ○ ◎ ○ △ △

중․소형 △ ◎ △ △ △

PDP ○ ◎ △ △ △

OLED ○ ◎ ○ ◎ ◎

주)◎: 우세, ○: 중간, △: 열위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005. 3)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는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시장확보 경쟁에 치열

하다. 일본업체와 대만업체는 전략적 제휴, 기술이전으로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기술력, 대만의 투자, 중국의 노동력 제휴 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며, 시장주도권 

확보와 생존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경쟁이 치열하고, 장기적으로 The Rule of 

Three이 예상되며 투자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기업만 생존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의 디스플레이업체는 시장선점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중국시장 및 현지생

산공장 등 진출에 매우 활발하며, 각종 세제혜택, R&D지원 등을 통해 국가차

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표8-6-20>        한국의 품목별 디스플레이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년도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전체 수출 1,323 1,437 1,724 1,506 1,624 1,938 2,538 3,000 

디스플레이 37.7 71.9 90.7 70.5 84.6 114.4 200.8 253.4

LCD 13.0 41.0 55.0 43.0 62.4 91.0 160.0 194.0 

브라운관 24.7 30.9 35.7 27.4 20.9 17.6 20.2 20.5 

PDP 0.0 0.0 0.0 0.1 1.2 5.6 19.9 36.8 

OLED 0.0 0.0 0.0 0.0 0.1 0.2  0.7 2.1 

비중(%) 2.8 5.0 5.3 4.7 5.2 5.9 7.9 8.4 

(자료: ‘98-’03년 산업자원부 2004.4, ‘04-’05년 KETI추정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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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수출주력산업으로 부상하며 2003년 114.4억불의 수출

로 전체 수출의 5.9 %와 2004년 200억불의 수출로 7.9 %를 차지하고 있다<표

8-6-20 및 그림8-6-10>. 특히 LCD는 '95년 양산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23 

% 성장하면서 ‘03년부터 DRAM의 수출을 능가하는 새로운 수출주력 산업으

로 부상하 다.

[그림8-6-10] 한국 년도별 디스플레이 수출 현황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모듈, 장비, 부품 · 소재, 응용업체 등 전문 생산

업체 고용 3만명 및 200여개 기업군을 형성하며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컴퓨

터, 디지털 가전 등 세계적 수준의 기반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대형 TFT-LCD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되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양산기술은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원천기

술력은 선진국의 60 %∼90 %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부품·소

재, 장비 등 연관산업은 선진국대비 기반 취약하며, 대부분의 장비, 부품․소재

기업은 규모가 세하여 자체 R&D능력이 취약하고, 매출 100 억원, 종업원수 

100 명 미만인 기업이 80 % 이상이다. TFT-LCD의 2년주기 대규모투자, 

PDP, OLED 등 고려시 년간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 필요하며  R&D 능력 

배가를 위해 신규투자를 확장할 것이 예상된다. 휴대폰, 컴퓨터 등의 세계적 

수준의 전방산업을 보유한데 반해 장비, 부품, 소재 등의 후방산업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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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21>         주요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율 현황

구 분

TFT-LCD PDP OLED

부품․소재 장 비 부품․소재 장 비 부품․소재 장 비

국산화율 50 % 30 % 30 % 20 % 10 % 미만 10 % 미만

수입품목

구동 IC, 

편광판, 

BLU부품등

식각기, 도포기, 

노광기 등

페이스트, 

보호막, 유리 등

증착 장비, 

형광체형

성장비 등

발광재료, 

구동IC 등

증착장비, 

노광기 등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003. 11)

 다.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표8-6-22>에서와 같이 디스플레이 주요 생산국간에 원천기술, 생산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 경쟁에 치열하다. 한국은 TFT-LCD, PDP 및 OLED의 양

산기술이 우위를 보이며, 특히 대형화 제품 개발에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일

본은 원천기술에서 단연 선도하고 있다.

<표8-6-22>           국가별 기술수준 현황 비교표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대 만 E U

TFT-LCD

개발 제품 82″ 65″ 15″ 40″ 12.1″

양산 제품 ≤40″ ≤40″ 상업화 
수준미달 ≤20.1″ 상업화 

수준미달

원천기술 수준 60 % 100 % - 50 % -

PDP

개발 제품 102″ 65″ - 50″ 42″양산
시제품

양산 제품 37″-80″ 32″-61″ - 양산준비 양산준비

원천기술 수준 90 % 100 % - 70 % -

OLED 개 발 21″(a-Si)
20.1″(LTPS)

17″(LTPS) 2″-3″ 20″(a-Si) 5″

FED 개 발 32″  36″ 15″ 7″ 11″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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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23>            디스플레이의 SWOT 분석

강점

◦세계 최고수준의 양산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선도

◦과감한 설비 및 R&D투자로 시장 

요구에 적기대응

◦CRT, TFT-LCD의 성공경험 및 

노하우 보유

◦산학연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약점

◦기초기술, 차세대제품기술부족

◦장비·부품·소재 등 연관 산업의 

기반 취약

◦전문 기술인력의 공급 부족

◦브랜드 인지도, 유통력 취약

기회

요인

◦디지털가전 등 전방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

◦짧은 제품수명주기로 신규 수요 및 

대체수요 창출 활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중국 정보통신기기 시장 급성장

◦IT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응용업체 

성장 가능성

위협

요인

◦대만·중국 등 후발국의 급성장 및 

일본의 견제

◦국가별·업체별 전략적 제휴 등 경

쟁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국내기업의 중국진출로 國內 

  공동화 우려

◦국내 수요기반 취약

   1) LCD 기술동향

  TFT-LCD에는 제조, 공정, 부품 및 소재 등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제조기술의 경우에는 세정(Cleaning), 박막증착, 사진기술, 식각기술, 검사기술 

등이 있다. 박막증착은 금속막과 투명전극의 경우 스퍼터링방법을, 실리콘과 

절연막은 PECVD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on)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컬러 필터는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필터의 재료에 따라 염료 방식과 안료 방

식이 있으며 제작 방법에 따라 염색법, 분산법, 전착법, 인쇄법 등으로 분류된

다. 현재 TFT-LCD의 컬러 필터의 제조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안료 분산법으로 알려져 있다.

  TFT-LCD공정에서 액정셀 공정은 완성된 TFT 기판과 컬러 필터기판으로 

구동 회로를 첨가하면 신호 구동이 가능한 단위 액정셀 상태로 제작한다. LCD

의 부품 및 소재로는 편광필름, 백라이트, 스페이서, 봉지재, 유리 등이 있다.

  휴대폰, PDA, 포터블TV 등을 사각에서도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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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 광시야각기술(PVA)을 모바일 기기에 적용한 'mPVA' TFT-LCD를 삼

성전자에서 개발하 다. 이 제품은 바라보는 각도가 화면의 정면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잘 보이지 않던 중소형 LCD 패널의 단점을 개선하면서도 패널 화면

의 밝기를 감소시키지 않아 향후 LCD 응용 제품의 고급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OLED 기술동향

  OLED 패널을 위한 요소 기술은 소재 기술, 박막 증착 기술, 마이크로 가공 

기술, 소자 기술, 그리고 패키징 기술로 구분된다. 전자 종이(electronic paper)

나 벽지(wall paper) 등에 OLED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고 가벼운 기

판 소재가 필요하다. 단분자 소자의 경우 열증착법이 주로 사용되며 고분자 

소자는 스핀코팅, 롤투롤(roll-to-roll), 닥터브레이드(doctor blade), 딮코팅, 잉

크젯 프린팅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소재관련 기술에 있어서, 발광 재료의 경우 주로 형광 재료가 사용되나, 수

명 및 색순도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 특히, 대화면용 OLED는 화질이나 

소비 전력으로 인해 수동 구동형보다는 능동 구동형이다.

<표8-6-24>           OLED 재료별 핵심기술 분야
대분야 중분야 세부분야 핵심요소 미해결 분야

재료

유기 발광
재료

저분자 재료
색순도 효율, 수명

적색 재료

고분자 재료 청색 재료

전하수송층
재료

전자주입/수송 접착력, 일함수,
열안정성, 전하이동도

대체 물질

전공주입/수송 PEDOT,CuPc대체물질

전극 재료
양극 표면평탕도,일함수,접착력 저 저항화,고평탄화

음극 패터닝,일함수,접착력
저일함수 산화 안정 
재료,투명 음극 기술

Package
재료

봉지제 저온접합,계면간 접합 특성 봉지 재료

흡습제 흡습성,투과성 흡습성 처리,공정

Cap 수분,산소 투과도 박막화,저투습 재료

Passivation 
재료 박막,물질 안정성

저온공정, 자외선 free공정, 다층막 
유/무기 재료

기판 재료

유리 온도 저가격화

플라스틱 투명도,수분/산소 
투과도, 내열성

기판,barrier막



제6절 디지털전자분야  633

<표8-6-25>          OLED 공정별 핵심기술 분야

대분야 중분야 세부분야 핵심요소 미해결 분야

공정

유기박막
형성기술

대면적 
진공증착기술 박막 균일도, 

제작 수율, 
균일 도핑

Roll-to-roll 
프로세스,대형화,
고분자 패터닝

고균일,고수율 
증착 기술

고분자 박막 기술 균일도

OLED/TFT
복합공정
기술

공정기술

미세 화소 형성,
OLED/TFT 복합 양산화 공정

개구율, 
최적 구조

패턴기술

소자기술

봉지기술
장수명

encapsulation, 
passivation

투명 봉지 기술

부품 소재 및 장비 개발

온도 저가격화

다중 챔버 진공 박막 증착기 
개발, 양산 pilot 개발

양산 장비,고분자
패터닝 장비

<표8-6-26>            OLED 구동회로별 핵심기술
대분야중분야 세부분야 핵심요소 미해결 분야

회로

능동

저온
poly-Si
TFT

Poly-Si성막 기술
(ELA, MILC 등)

a-Si성막 기술, 균일도 
결정화 시간, 온도

균일도,
대면적화,
저온화,

최적 공정,
개구율

저온 게이트 절연막 계면 특성, 양산화

저온 도핑 공정
저온 활성화 기술, 

접합결합

균일도 향상을 위한 
화소 구조 이동도 보정

a-Si TFT 이동도 Bottom emission공정

유기 TFT 이동도, 균일도 재료

수동 패터닝 전력 소모량, 균일도 대형화, 저전력화

주변회로 열화, cross-talk, 
계조구동

배선 금속 물질,
계조 구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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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막증착 기술에 있어서 ITO(Indium Tin Oxide)의 경우, 현재 사용되는 

LCD용 ITO 유리는 표면 거칠기가 20 Å∼30 Å 정도로 OLED용 다층 박막

에 적용하면 결함이 발생하여 소자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OLED 전용의 ITO 유리 개발이 진행중이다.

  소자기술에 있어서 R(Red)-G(Green)-B(Blue) 칼라 형성을 위해서 주로 5종

류의 방식이 적용된다. R-G-B 각각의 발광층을 이용하는 방법(side-by-side 

방법), 백색 발광층을 형성하고 R-G-B 칼라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청색 발

광층을 형성하고 청색을 녹색과 적색으로 변환하는 색 변환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넓은 색 스펙트럼을 갖는 발광층에 대해 광학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R-G-B로 변환시키는 방법(micro-cavity), 그리고 한 개의 부화소가 R-G-B를 

선택적으로 생성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라. 표준화동향 및 추진방향

   1) 국내외 표준화 동향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각국은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IEC, ISO 등의 국제표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분야의 기술 표준화 활동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IEC의 SC 47C(FPD) 분과위원회로 ‘93년 

설립되었으며, ’03년 7월 TC 110 (FPD)기술위원회로 승격되어 현재 24개국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TC 110의 의장 및 간사와 WG 2 (LCD), 

WG 4 (PDP)의 위원장 등 주요요직을 수임하고 있어 전반적인 표준화의 주도

권을 행사하고 있다<표8-6-27>.

  한국은 ‘94년부터 IEC의 정회원국(P-Member)으로 활동하면서 LCD, PDP 

및 OLED 분야의 기술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03년부터 

PT62341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위원장(서울대 이창희교수)을 수임하여 

OLED-Group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LCD, PDP 및 OLED 

세부분야에 대하여 현재 IEC제정 진행중인 14종규격 중 6개의 43 %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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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일본 4명, 중국 및 네덜란드 각 2명에 비하여 한국의 6명 

Project leader가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IEC TC 110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의 한국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제정중인 규격 

및 Project leader 활동현황을 볼 수 있다<표8-6-28>.

  현재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CD의 표준화에는 8

개국이 P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및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고화질 

능동형LCD TV의 동 상 측정방법(한국 제안) 등 5종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

며, LCD 작업반의 진행중 규격에 대하여 한국 2명, 일본 2명, 네덜란드 1명의 

프로젝트리더가 활동하고 있다.

<표8-6-27>        국제표준화기구 조직 및 활동현황

IEC TC 110  
(평판디스플레이, Flat Panel Display 

devices)

  간사국 : 일본   
  의장 : Prof. Shigeo MIKOSHIBA 
         (일본, Univ. Electro Communication)
  간사 : Mr. Hideo IWAMA (일본, IBM JP)
        Mr.Hironori TANAKA (일본, Matsushita)

   P-member : 13개국
   O-member : 11개국
   규  격  수 : 14개
          (Amd 1개)
   제정중규격 : 14개

WG 2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s

 (LCD, 액정디스플레이)

C : Mr. K. Ishiguro
(일, Sharp Co.)

E : 김용배교수(건국대),
 이종서(삼성전자)

    박기석(LG필립스LCD)
김일호(엘엠에스)

  (Member: 8개국, 16명)

WG 4
 

 Plasma Display Panels
(PDP,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C : Mr. T. Shinoda
    (일, Fujitsu Lab.)

E : 박세광교수(경북대),
 위성백(삼성SDI)
 윤상진(LG전자),

    김민철(오리온PDP)
  (Member: 7개국, 16명)

P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 , 
유기발광다이오드)

AM : 이창희(한국, 서울대)

E : 탁윤흥, 김광 (LG전자)
    이정노(삼성SDI), 도이미(ETRI)
     박성식(오리온전기),
     노병규(현대LCD)
     박재용(LG필립스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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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28>  IEC TC 110(평판디스플레이)분야의 한국 제안규격 및 활동
세부
분야

규격번호 IEC 규격명 Projector 
Leader

소속 제안일 현단계

LCD
IEC 61747-1  

Am1
LCD의 품목규격 - 

수정1
김용배
교수 건국대 1999. 5

2003.3.
출판

" IEC 61747-5-2  
Ed.1

능동형 LCD의 
육안평가방법

김일호
대표 엘엠에스 2003.11 WD

" IEC 61747-6-3  
Ed.1

능동형 LCD의 동 상 
평가방법

이종서
책임 삼성전자 2004. 9 WD

PDP IEC 61988-4 
Ed.1

PDP의 환경 및 기구물 
내구성 시험방법

위성백
과장

삼성SDI 2001. 6 CDV

" IEC 61988-3-2 
Ed.1 PDP의 전기적 인터페이스 박세광

교수 경북대 2003.12 CD

OLED IEC 62341-1 f1 
Ed.1

OLED의 품목규격 이정노
책임

삼성SDI 2002.11 CD

" IEC 62341-6-1 
Ed.1

OLED의 환경 및 기구물 
내구성 시험방법

김광
책임 LG전자 2004.12 NP

  1998년부터 논의된 PDP 표준화에는 7개국이 P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

본 및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PDP의 환경 및 기구물 내구성 시험방법(한국 

제안) 등 5종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PDP 작업반의 진행중 규격에 대하여 

한국 2명, 일본 1명, 네덜란드 1명, 중국 1명의 프로젝트리더가 활동하고 있다.

  2002년부터 논의된 OLED 표준화에는 5개국이 P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

국 및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OLED의 품목규격(한국 제안) 등 4종의 표준화

가 진행 중이며, OLED-Group의 진행중 규격에 대하여 한국 2명, 일본 1명, 

중국 1명의 프로젝트리더가 활동하고 있다.

    2) 향후 중점 추진방향

  한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기존의 IEC 

110(FPD)에서 WG 2(LCD), WG 4(PDP) 및 OLED-G을 각각 SC 

110A(LCD), SC 110B(PDP) 및 SC 110C(OLED)로 승격 신설 제안하고 이들

의 간사국, 국제간사 및 의장 수임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우리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

는 KS, IEC 표준제정 활동을 확대하며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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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최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IMID)에서 ‘03년부터 매년 “평판디

스플레이 국제표준화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의 활성화를 촉진

하고 있다. 또한 매월 LCD, PDP 및 OLED 세부분야의 기술표준화 세미나 및 

워크샵 등 개최로 표준화 전문 인력양성 및 국가 표준화 인프라 구축에 주력

하고 있다. 

  LCD, PDP, OLED 및 FED의 세부분야별 기술․표준 로드맵 및 용어집을 

산업체에 제공하여 신제품개발의 생산현장 적용 및 관리효율을 증대하고 있

다. 또한 한국의 국제표준 발언권 확대, 국제표준 협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의 

국가경쟁력 우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OLED-G 위원장의 적극적 활동으로 

우리기술의 IEC 제정시 유리한 표준화 활동의 우위확보를 기하며, IEC 제정

중인 규격 14종중 한국의 프로젝트리더 활동 지속적 우위확보(43 %)를 확대

하고자 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우수한 생산기술을 국제표준 제안 및 제정 

확대하며, ‘05년∼’07년까지 매년 2종의 국제표준 제안 추진하고자 한다. 

3. 광부품

 가. 광섬유통신 산업의 현황  

   1) 광산업 및 광통신 산업의 동향 

  광산업은 통신․정보․정 기계․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향을 미치는 

핵심 원천기술산업이다. 일반적으로 광부품이라고 하면 광(섬유)통신 부품, 광

변환 및 광정보용 부품 등으로 구분된다. 광정보용 부품에는 상표시기인 

LCD, PDP 등과 광기록용 DVD 등과 관련된 부품이 포함된다. 조명, 태양전지

부품 등은 광변환 부품으로 렌즈, 프리즘, 반사경 등은 광학기기부품으로 분류

되는 등 광부품의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다. 

  <표8-6-29>에는 광통신, 광정보기기를 포함한 전체 광산업의 우리나라의 

시장자료를, <표8-6-30>에는 국내 광산업분야별 수출실적 및 전망을, 또한 

<표8-6-31>에는 세계 광산업시장동향 및 전망을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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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29>                광산업 수급동향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증감
(%)

‘04년 증감
(%)

‘05년(전망) 증감
(%)

생 산 181,500 19 201,200 11 231,400 15

내 수 110,400 24 124,800 13 148,000 19

수 출
94,580

(48,130)
6.0

101,530

(68,560)
7.9

110,240

(74,760)
8.5

수 입
62,770

(20,280)
15.6

68,290

(18,910)
8.7

75,040

(19,720)
9.8

※ 광정보기기, 광통신, 광원․광전소자, 광정 기기, 광소재, 광학기기(6개 분야)

  <표8-6-31>에서 볼 수 있듯이 광통신분야는 광산업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01년 이후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었고 그 비중도 작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국

내에서는 더욱 극명한데 <표8-6-29, 30>에서 보듯 광정보기기에 비하여 대단

히 작은 규모가 되었다. 

<표8-6-30>     국내 광산업 수출실적 및 전망 (2003 ~ 2005)
                                                   (단위 : 십억원, %) 

        연도
 분야

2003 2004 2005(예상)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 통신 345 7.0% 334 -3.0% 332 -1%

 광원및광전소자 352 6.6% 380 8.0% 415 9.4%

 광정 기기 238 25.6% 304  28.0% 386 27%

 광소재 338 4.5% 346 2.6% 359 4%

 광정보기기 6,610 6.5% 7,138 8% 7,787 9.1%

 광학기기 1,574 1.5% 1,651 4.9% 1,745 5.7%

계 9,458 6.0%  10,153 7.9% 11,02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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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31>         세계 광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
                                                       (단위: 억$)

구  분 ‘00년 ‘01년 ‘03년 ‘05년 ‘07년

광통신 328 230 109 180 255

광원/광전소자 159 170 215 276 298

광정 기기 103 128 177 235 291

광소재 19 22 27 33 36

광정보기기 743 796 984 1,115 1,262

광학기기 243 242 272 331 385

합 계 1,598 1,592 1,787 2,171 2,350

  비록 그 비중이 작기는 하나 본 란에서는 광(섬유)통신부품 특히 댁내광가

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의 기술표준동향을 살펴본다. 통상 광통

신부품은 광섬유, 수동형 부품(isolator, circulator, 광분배기, 광커넥터 등), 능

동형 부품(광증폭기, 광스위치, 파장변환기, LED, 레이져 다이오드 등)으로 구

분된다. 

  광통신산업은 ‘90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인터넷망의 확충에 따

라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1마일로 표현되는 가정까지의 통신망을 광

섬유로 만들자는(댁내광가입자망: FTTH ; Fiber To The Home) 생각은 논의 

밖으로 려났고, 사무실로의 연결조차(FTTO ; Fiber To The Office) 기술적

으로 가능하지만 비용과 필요성(컨텐츠 유무) 측면에서 회의적인 상황이다. 

  급격한 시장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섬유를 사용하면 낮은 유지비용, 높은 신

뢰도, 통신망 단절 시간단축 및 향후 통신용량의 증대시 업그레이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구리선이 광섬유로 대체될 것이

라고 전망된다. 실제 광통신망의 필요성은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사업에 의해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다. BcN이란 

모든 사람이 시간, 장소, 기기, 콘텐츠 등에 구별됨이 없이 기존의 통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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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음성, 동

상, 데이터(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 TPS)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망을 

뜻한다. 이에는 유선이외에도 무선 LAN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 위

주의 네트워크로의 근거리망이 건물내에서 광섬유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BcN 등의 확대에 따라 광섬유시장은 [그림8-6-11]과 같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세계적인 광통신 망의 과잉공급이 거의 해소되고 일본, 미국 등

에서의 광가입자망(FTTH) 사업확대에 따라 광섬유 시장은 200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외 광통신망(FTTH) 추진 현황  

  ‘04말 현재 국내에서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FTTH가 시범 서

비스되는 곳은 서울의 아파트 900세대, 광주광역시에 1000회선 정도이다. ’09년

까지 광주시에는 1,194억원이 투입되어 2만가구에 또 전국적으로는 수조원이 

투자되어 175만회선(100Mbps급)의 FTTH가 가설될 예정이다. 이에는 E-PON 

방식을 적용되고 있는데 WDM-PON 방식도 병행되고 있다. 또한 FTTH산업

협회가 구성되는 등, 동사업에 많은 기업, 연구소,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출전 : KMI 2004 )

[그림8-6-11] 광섬유시장의 실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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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국통신의 디지털가입자회선(xDSL : 1.5∼2Mbps급) 가입자수가 

600만명이고 전국적인 케이블TV망(HFC) 가입자가 1,200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FTTH 가입자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8-6-32, 

33>에는 국내 및 국제 광가입자망 시장현황 및 전망을 수록하 는데 국내 추

진일정은 선진국보다 늦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8-6-32>      국내 광가입자망(=PON)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생 산 6,042 6,035 6,345 8,206

내 수 636 656 675 746

<표8-6-33>       세계 광가입자망(=PON)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10

시장규모 4,184 5,235 6,400 40,280 80,140 120,000 245,000 380,000

자료 : Core Optical Networks(2000) 

  일본에서의 FTTH서비스는 E-PON 방식으로서 가입자수는 ‘04년 말 현재 

180만 여명이다. 일본의 xDSL 가입자는 1200만명, 케이블TV망을 통한 인터넷

가입자는 350만명임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의 FTTH의 추진은 상대적으로 앞선 

것이다. NTT(일본통신)는 ‘05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3,000만 세대로 늘리고, 

광가입자망도 1,000만 세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26억 

달러를 투자하는 NTT(NTT이스트, NTT웨스트)를 선두로 우센 브로드밴드의 

3개 통신사업자 및 도쿄전력 등 6개 전력회사가 FTTH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08년까지 90억달러를 투입, E-PON기반의 FTTH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데 우한(武漢)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국 등 유럽국가들은 B-PON기반의 

FTTH를 계획중이다. 미국은 ‘03년 6월 58만 가입자, ‘05년 300만, ‘08년 800만 가

입자를 목표로 FTTH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네델란드가 2010년까지 100만 

가입자를 목표로 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도 FTTH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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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통신망을 설치시 초기비용의 문제로 현재는 구리 케이블의 기반시설을 이

용하는 광섬유/구리선 복합(HFC: Hybrid Fiber Coaxial cable: 광동축혼합망)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FTTH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PON(Passive 

Optical Network: 수동광망)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PON은 AON(Active Optical 

Network: 능동광망)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통신장비대신 스플리터(Splitter) 및  

커플러(Coupler)라는 부품을 통하여 여러 개의 ONU(Optical Network Unit)를 

연결함으로써 가격 및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ON에서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 고정된 크기의 패킷을 사용하는 패킷 

교환기술)을 사용할 경우 B-PON이라고 하고, 이더넷방식을 사용할 경우 

E-PON이라고 한다. ATM-PON은 데이터/음성의 수용성 및 QoS(서비스 품

질)가 우수하지만, 622 Mbps 이상의 광대역화가 힘든 반면, 이더넷-PON은 

1.25 Gbps이상의 광대역화가 가능하지만, 음성 수용과 QoS의 보장이 어렵다. 

현재 B-PON의 규격은 상하향속도 155/622Mbps 또는 155/155Mbps이며 

E-PON은 상하향이 100∼800M/1.25 Gbps로 가변적이다. ATM-PON의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파장을 이용한 WDM-PON(Wave 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분할 수동형 광네트워크)을 한국통신에서 실용화

하 는데, 이 방식은 상하향이 622M/2.5Gbps기준으로 현재의 시장의 요구보

다 앞선 기술로 장기적으로는 WDM-PON이 주도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3) 국내․외 FTTH 관련 광부품 개발현황

  국내에서의 FTTH 관련 광부품 개발현황을 알기 위하여 <표8-6-34>에 관

련 회사의 ‘05년도 투자계획을 나타냈다.

<표8-6-34>   국내 FTTH 관련 주요 회사의 2005년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기업명 매출전망 투자액 종업원수(명) 관련 분야

한국통신
(KT)

126,429 26,550 37,652 광통신네트워크,
초고속인터넷통신

삼성전기 30,955 4,952 8,188 광모듈, 광반도체, 
광 device

빛과전자 576 25 93 광통신 부품/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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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KT)에서는 광통신네트워크의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

와 병행하여 WDM―PON용 장비 등을 KT컨소시엄(LG전자, NOVERA 등)에

서 개발하 다. 광통신장비에 있어 E―PON용 1Gbps급의 플랫폼장비(OLT)와 

정합단말기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되었고, 삼성전자, LG전자 

및 몇몇 중소 광통신장비업체에서도 개발중에 있다. B―PON용 장비는 LG전

자와 몇몇 중소업체에서 개발중이다. 그러나 국내장비업체는 시장진입이 늦었

고 국내시장이 작아 다국적 네트워크업체 및 후지쯔, 히다찌, 미쯔비시 등의 

일본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WDM기술과 관련 최근 

일본 NTT에서는 현 기술보다 10배 빠른 1,024의 파장을 이용한 10 Tera bps 

전송기술을 개발하여 5년 이내에 관련 장비 및 부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Gbps급 E-PON 광송수신 모듈은 네옵텍 등에서 개발하여 ‘04년말부터 

NTT로 수출하고 있다. 광송신 모듈용 광반도체(LD : Laser Diode)로는 VCSEL

(수직표면방출레이저)이 연구되고 있는데 VCSEL은 기존 Fabry Perot LD보다

는 물론 이를 개선한 DFB(Distributed Feed Back) LD보다 광결합효율, 생산수

율 및 파장가변성 면에서 우수하다. 최근, 기존의 850 nm 대역의 제품보다 응

용범위가 큰 1310 nm, 1550 nm 대역의 장파장VCSEL 및 가시광선, 파장가변 

VCSEL이 개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1550 nm 제품이 개발되었다.

  삼성전기 등에서는 단일 PCB보드 위에 광다중화기, 구동회로, VCSEL, 

Polymer 도파관, Adaptor를 집적화, 모듈화하는 광PCB를 개발하고 있지만 일본 

NEC, Fujitsu 등에서 이미 상용제품을 출시하 다. 광 PCB의 개발은 WDM, 

TDM(시간분할다중화), ETDM(전기시간다중화), ETDM(광시간다중화)기술 등과 

같이 광부품의 고기능화, 고집적화, 저가격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수동광부품의 국내기술은 선진국과 큰 차이는 없으나 중국과의 가격경

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동광부품의 시장동향을 표8-6-35에 수록하

는데, FTTH추진과 관련된 스플리터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PON과 관련된 스플리터 및 파장다중화(WDM) 소자는 우리로 광통신, PPI 

등에서 양산하여 주로 일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WDM 및 광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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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감쇠기, 서큐레이터, 광스위치, 광증폭기 등과 같은 다양한 광부품이 LG

전선, 라이콤, 한국단자, 파이버프로 등에서 개발되었다.  

  광케이블의 경우 FTTH 추진시 건물내 도선을 통한 설치가 용이한 공기삽

입 광섬유(air-blown fiber), 플라스틱 광섬유 및 저수분 광섬유가 개발되었다. 

플라스틱 광섬유의 경우 PMMA계는 누비텍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불소계 

광섬유는 일본에서 수입하여 케이블로 가공되고 있다. 불소계는 광특성이 우

수하나, 고난도의 제조기술이 필요하며 가격이 고가이다. 플라스틱 광섬유는 

적용거리 50 m이내, 대역폭100 Mbps라는 단점이 있으나 좁은 공간에서도 굽

힐 수 있고 일반인도 쉽게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FTTH에 필수적인 광

섬유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고가이고 별도의 주변기기가 개발되어야 하며 또

한 유리광섬유의 기술발전에 따라 그 장점이 상쇄되고 있어 현재는 승용차 등

기계장치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표8-6-35>      국내 광수동부품의 생산 및 내수시장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광커넥터
생 산 167 249 307

내 수 90 123 145

광감쇄기
생 산 29 30 34

내 수 6 6 6

광합파분파기
생 산 12 17 27

내 수 7 9 13

스플리터
생 산 17 33 95

내 수 2 3 15

광커플러
생 산 34 41 51

내 수 30 37 44

  대한전선 등에서 저수분 광섬유(Low Water Peak Fiber)가 개발되는데 향

후 저수분 광섬유가 광섬유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수분 

광섬유는 광섬유내의 OH 이온을 완전히 제거한 광섬유로 일본의 쓰르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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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또모 등 전세계에서 7개 회사만이 생산하고 있다. 저수분 광섬유는 1340 

nm∼1460 nm 파장 역(제5 window : G652 A,B)을 포함하여 넓은 파장(1280 

nm∼1620 nm : ITU G652 C,D)에서의 WDM적용이 가능하며 OH이온에 의한 

취성 문제가 감소되어 장기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광섬유와 

구조 및 분산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통신망의 부분적인 교체가 가능하

고 파장다중화 적용시 현재 개발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타 능동광부품 분야에서는 GE-PON용 광송수신 모듈(오이솔루션 등), 

FTTH용 쌍방향 트랜시버(휴먼라이트 등), 레이저다이오드 및 포토다이오드

(피엔에스 등)가 개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2-3년 정도의 

기술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개발을 통하여, 국내업체는 세계적인 광통신산업의 회복기에 

동반하고자 노력 중인데 국내 FTTH 사업규모와 추진속도가 만족할만한 수준

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와 중국과의 가격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국제표준화 동향

  광섬유통신 관련 국제표준화는 IEC와 ITU-T(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

되고 있다. ITU-T 중에서도 SG 6(Study Group 6)와 SG 15가 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SG 6은 광케이블에 대하여, SG 15는 광통신망 시스템에 대한 규격을 제

정하고 있다. SG 15에는 우리나라는 ETRI, 한국통신, 삼성전자, LS전선 등이 참

여하여 광통신망의 구조 및 접근방법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

러나, ITU-T의 여러 Study Group 중 SG 6과 SG 15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

한 상태이다. 본 절에서는 IEC 중심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PON(Passive 

Optical Network)의 표준화와 관련된 FSAN에서의 활동을 살펴본다.

 

   1) IEC TC 86(광섬유통신)의 표준화 활동 

    ㅇ 설립 : 1984년

    ㅇ 회원국 : 42개국(P멤버 : 23개국, O멤버 : 1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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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멤버

오스트리아, 카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네덜란드,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

디 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미국

 O 멤버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

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아공화국, 타

이, 터어키, 우크라이나

    ㅇ 의장 및 간사

     ․ 의    장 :  Dr. Umberto Rossi(이태리) 

     ․ 국제간사 : Mr. James E. Matthews III (미국)

    ㅇ 우리나라의 지위  : P 멤버 

    ㅇ 국내 간사기관 : 한국광기술원

    ㅇ 작업범위 : 통신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광섬유 시스템, 모듈, 기기 및 부

품에 관련된 국제 규격을 제정한다. 이 규격에는 관련 용어, 특성평가, 

연관시험, 교정․측정방법, 타 장비와의 연결을 위한 기능 및 품질보증

을 위한 광학적, 환경적, 기계적인 요건과 관련된 규격이 포함된다.

    ㅇ 조직 : <표8-6-36>에는 TC 86 및 SC 86A, B, C의 TC 86 계열 3개

의 분과위원회(SC)의 회원국수, 관장 규격수, WG(working group : 작

업반)수 등을 수록하 다. 

 

<표8-6-36>        TC 86 및 SC 86A, B, C 관련 주요 자료

TC/SC 간사국
회원수

WG수 규격수
‘04제정 

규격수

진행규격

P O 개정 제정

 TC 86 Fibre optics 미국 23 19 2 10 1 3 4

SC 86A : Fibres and cables 프랑스 25 16 3 59 6 13 13

SC 86B: Fibre optic 
interconnecting devices and 
passive components

일본 26 15 5 144 13 19 43

SC 86C: Fibre optic 
systems & active devices 미국 21 17 4 69 6 6 21

합     계 14 282 26 4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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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의 주요 활동 

  TC 86 및 SC 86A, B, C의 TC 86계열 위원회는 14개의 WG을 통하여 ‘04

년도에는 26종의 규격을 제정하고 41종의 규격을 개정 중이며 81종의 규격을 

제정 중에 있다. 본 TC 및 SC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

도 전체 14개의 모든 WG에 3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04부터는 회의기간 단축과 화상회의를 포함한 인터넷(e-Room)을 적

극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IEC TC 86 계열은 IEC TC 7(전력선), TC 100(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ITU-T 등과의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SC 86A(광섬유 및 광케이블)의 표준화 활동 

    ㅇ 설립 : 1984년

    ㅇ 의장 및 간사

     ․ 의    장 :  Dr. Gunter H. Zeidler(독일) 

     ․ 국제간사 : Monsieur Guy Perrot (프랑스)

    ㅇ 우리나라의 지위  : P 멤버 

    ㅇ 회원국 : 41개국(P멤버 : 25개국, O멤버 : 16개국) 

 P 멤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

리,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러시아, 남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미국

 O 멤버
 호주,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뉴질랜

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타이, 터어키, 우크라이나 

   ㅇ 작업범위 : 응용 대상 및 시공방법에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광섬유, 광

케이블 관련 국제규격을 제정한다.

   ㅇ 주요 활동동향  

  IEC TC 100/TA 5(오디오․비디오 장비에서의 플라스틱 광섬유(POF)의 접

속)와의 협의를 통하여 다중모드 플라스틱광섬유의 규격인 IEC 60794- 2-40 

(Buffered A4 fibres)을 개정하 다. ITU-T SG 6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입자

용 광케이블의 규격에 mid-span을 구분하고 디자인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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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 G.652를 참고하여 저수분 광섬유관련 규격이 보완되었다. 

  동 분과위원회(SC)에는 3개의 WG(working group : 작업반)에는 삼성전자, 

LS전선, 대한전선, 옵토매직 등 관련 회사에서 6명이 국제전문가로 규격화 작

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고유기술인 “광섬유 잔류응력 측정방법”의 규격

화를 추진하고 있다. 

   3) SC 86B(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소자)의 표준화 활동 

    ㅇ 설립 : 1984년

    ㅇ 의장 및 간사

     ․ 의    장 :  Mr. Bruce G. LEFEVRE(미국) 

     ․ 국제간사 :  Mr. Etsuji SUGITA (일본) 

    ㅇ 우리나라의 지위 : P 멤버 

    ㅇ 회원국 : 41개국(P멤버 : 26개국, O멤버 : 15개국) 

 P 멤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

니아,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미국

 O 멤버

 호주, 브라질, 불가리아,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뉴질랜

드, 노르웨이,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공화국, 타이, 터어

키, 우크라이나

    ㅇ 작업범위 : 커넥터, 커넥터/케이블 조립품, 연결기 및 접속함체․판넬 

등의 부속품 관련 또한 감쇠기, 스위치, 분광기, 파장다중화․역다중화

기, 아이솔레이터 등의 수동광 부품관련 국제규격을 제정함. 이들 부품

과 광통신 측정장비, 센서, 광발신․수신 조립품 및 부시스템 등과 광

섬유 케이블과의 접속에 관련된 분야를 포함함.

    ㅇ 주요 활동동향   

       DWDM용 20채널 50 GHz AWG와 40채널 50 GHz AWG에 대한 파

장특성과 편광손실관련 규격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branching 부품, 

MxN 스위치, DWDM 스위치, CWDM 및 PON 부품 등과 같이 고기

능 부품의 신뢰성이외에도 PMD특성 측정규격이 제정되었고, 이들 부

품의 다양한 특성측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제6절 디지털전자분야  649

   4) SC 86C (광시스템 및 능동광소자)의 표준화 활동 

    ㅇ 설립 : 1990년

    ㅇ 의장 및 간사

     ․ 의    장 :  Dr. Pietro DI VITA(이태리) 

     ․ 국제간사 : Mr. Jack DUPRE (미국)

    ㅇ 우리나라의 지위 : P 멤버 

    ㅇ 회원국 : 39개국(P멤버 : 21개국, O멤버 : 18개국)

 P 멤버

오스트리아, 카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

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

웨덴, 스위스, 국, 미국 

 O 멤버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

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공화국, 

타이, 터어키, 우크라이나 

    ㅇ 작업범위 : 아나로그․디지털 통신과 광센서와 관련된 광통신시스템 

및 능동광소자의 국제규격을 제정함. 이에는 관련 용어, 특성평가, 시

험․측정방법 및 타 장비와의 상호 작동성, 신뢰성을 위한 광학적, 환

경적, 기계적인 요건과 관련된 규격이 포함됨.

    ㅇ 주요 활동동향  

       FTTH 및 PON에 대한 규격이 기술문서(TR) 형태로 제정되었고, 광

증폭기의 WDM 특성 등에 대한 시험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WG 

5(Dynamic Modules)는 TC 86 소속에서 이전되었는데 tilt equalizer 

(IEC 62342-1-2 등), 초소형광스위치 및 TFT를 이용한 파장제어기 등

과 같이 MEMS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에서는 ‘02년7월부터 MEMS를 이용한 Dynamic Modules제품과 관련 

Fujitsu, Hitachi, Mitsubishi, NEC, Sumitomo, NTT 등 굴지의 12개 

회사가 협의회를 구성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SC 86C에는 ETRI 및 인하대학교에서 국제전문가로 참여하여 광증폭

기 및 VCSEL(수직표면방출레이저) 관련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다. 

   5) PON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PON(Passive Optical Network: 수동광망) 관련 표준으로는 ATM-PON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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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T의 권고안 G.983이 있다. G.983.1에서는 PON에서의 광 액세스 시스템

을, G.983.2는 ONT(Optical Network Termination) 관리와 제어 인터페이스를, 

G.983.3은 파장할당을, G.983.4는 대역폭 동적 할당을, G.983.5는 시스템의 안

정성을, G.983.7은 DBA B-PON 시스템을 위한 ONT 관리와 제어 인터페이스

를 규정하고 있다. 

  이더넷-PON의 표준은 ‘04.6월에 IEEE 802.3ah로 제정되었다. 본 규격의 작

업반은 EFMA(Ethernet in the First Mile Alliance)로 알롭틱, 시스코 시스템, 

에래스틱 네트워크, 인텔, NTT 등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ATM-PON과 WDM-PON 관련 표준화는 FSAN에서 진행되고 있다. 

FSAN(Full Service Access Network)은 통신망사업자 위주로 ‘95년에 구성된 

표준화단체로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한국통신이 참여하고 있다. FSAN에

서는 광가입자망의 표준 인터페이스와 전달방식의 표준을 제정한 후 이를 

ITU-T SG 15을 통하여 ‘99년 ITU-T G.983 규격으로 국제화하 다. FSAN

에서는 최근 VDSL관련 표준을 검토하고 있고 ‘04. 6월부터 WDM-PON 표준

화를 추진하고 있다. WDM 표준에서는 먼저 1550/1300 nm의 2파장을 적용하

고, 이후 D(Dense)WDM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6)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상황 및 계획

  국제표준화 활동의 목적은 선진기술을 입수하고 우리 기술과 제품판매를 보

호․신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제표준화 활동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제품 및 생산업체가 있을 때에만 그 의의가 있고 또한 추진이 가능하다. 

  IEC TC 86(광섬유)에서는 미국, 국, 독일 등의 선진국의 유명기업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도 업계가 중심이 되어 전체 WG에의 참여는 물

론 SC 86B의 간사국을 수임하는 등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계의 활동은 극히 저조한데 이는 미국, 일본의 대기업과 대응할 

만한 국내업체가 몇몇 통신업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 업체도 

국제표준화 활동에 수동적이며 그 활동이 ITU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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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과정을 통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취약한 국내업계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전문위원회 및 표준기술연구회 위원을 중심

으로 국제기구 작업반 및 회의에 참여케 함으로써 표준전문가를 육성하고 있

다. 이외에도 ITU-T SG 전문가, 민간표준화포럼, FTTH산업협회 등과의 교

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여러 표준화기구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한 내

용을 공유․활용하고 표준전문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제회의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하여 표준전문가의 입지를 강화

시키고 있다. ‘04. 10월 IEC 서울총회시에는 SB 4(sector board 4: 통신 인프

라 분과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의 자문단과의 회의를 개최하 고, ‘05. 4월에 

IEC SC 86A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표준 전문가들의 활동을 조력하고 국내 

업체의 국제회의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끝으로 IEC 국제규격을 KS로 신속 도입함으로써 업계에 표준정보를 제공

하고 표준화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규격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상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원에서는 국제표준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 제품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WDM-PON과 같은 우리 기술을 매년 2건 이상 국제표준에 반

시킬 계획이다. 

4. 탄소나노튜브

 가.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문화기

술(C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이라는 6T를 중심으로 새롭게 산업 환경

이 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NT기술은 나노미터 크기의 극미세 기술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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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으로 나노전자소자, 나노복합재료 및 나노입자, 그리고 나노구조 등 

그 응용분야가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와 산

업은행은 포스트 반도체를 견인할 10대 신성장동력과 산업판도를 바꿀 미래기

술로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를 각각 선정했다. 삼성전자도 10

년후 주력, 육성할 산업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도대체 탄소나노튜브가 무엇이기에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단체가 이 기

술을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꼽고 있는가. 

  나노기술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탄소나노튜브는 하나의 탄소가 다

른 탄소원자와 육각형 벌집무늬로 결합되어 튜브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다. 1991년 일본 NEC의 lijima 박사에 의해 탄소나노튜브가 처음 발견된 이후 

역학적 견고성, 화학적인 안정성, 직경이 작고 길이가 길며, 속이 빈 구조적 

특성때문에 평판표시소자, 트랜지스터, 에너지 저장체 등에 전자소자로의 응용

성이 뛰어나다. 이런 응용성때문에 최근 이 분야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나노관련기술들이 대부분 원천기술로서, 대상제품에 적용되는 

형태가 명확하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반해, 탄소나노튜브는 형태, 재료, 

용도에 있어 다른 나노기술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탄소나노튜브가 발견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세계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양

산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탄소나노튜브

가 실용화에 접근하고 있는 분야로는 수지복합재료, FED전자총, 주사형터널 

현미경 탐침 등이 있으며, 반도체와 트랜지스터로의 응용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첨단 전자정보산업분야와 고기능성 나노소재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아래 탄소나노튜브의 합성응용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탄소나노튜브 산업의 특성 및 응용, 기술동향과 탄소나노튜

브의 표준화 필요성 및 국내외 표준화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 탄소나노튜브 산업의 특성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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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소나노튜브 산업의 특성

  탄소나노튜브는 직경이 나노미터(10억분의 1) 수준이며 흑연면이 실린더형

태를 취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단층 탄소나노튜브와 다층 탄소나노튜브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특성도 다르다. 이들의 합성법으로는 아크방전법과 

레이저 증착법, 화학기상증착법 등이 있으며 합성된 탄소나노튜브의 순도측정

방법 표준화가 탄소나노튜브 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림8-6-12] 탄소나노튜브의 다양한 형태

  탄소나노튜브는 구리의 1,000배 정도의 전기전도도와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으며, 강철의 100배 정도의 역학적 강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10,000배 이상의 길이 대 직경비를 가지고 있으며 고효율 수소저장매체 

특성과 높은 표면적 및 금속 및 반도체 성질을 지닌 점으로 나노기술 중 가장 

혁신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뛰어난 특성으로 인해 표8-6-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FED(Field Emission Display), VFD(Vacuum Fluorescent 

Display)와 같은 표시소자와 백색광원, LCD backlight 광원으로, 2차전지 전

극, 초고용량 화학축전기, 수소저장, 연료전지와 같은 전지/콘덴서로 또한 나

노배선, AFM/STM tip, 테라비트급 메모리, 단전자 소자, 전자파 차폐제, 고기

능 나노복합재료 분야에서 차세대 주력산업의 소재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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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튜브의 거대시장에 대한 문제는 ‘만약(if)’의 문제라기보다 ‘언제(when)'의 

문제이다. 탄소나노튜브의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발생단계에서 응용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성장기술이며, 현재 코어기술에서 다양한 응용기술이 개발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기술과 경제성의 벽을 동시에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나노튜브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기술적 파급도가 크며 단시간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탄소나노튜브의 산업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되는 탄소나노튜브 소재 자

체의 품질특성이 생산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종 제품개발자가 재연성이 

있는 제품 특성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방법 표준화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

가 있으며, FED와 나노복합체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탄소나노튜브의 응용 중 특히 전계방출디스플레이(FED) 개발은 삼성 SDI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나 FED용 탄소나노튜브 품질평가 표준화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 관한 표준화 선점은 장차 이 평판디스플레이

의 시장확보시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탄소

나노튜브를 복합화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탄소나노튜브 나노복합체는 자동차 

차체, 골프 채, 테니스라켓 등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벌써 상업화 단계에 와 있

고,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핵심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도 탄

소나노튜브 강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나노복합

체 자체의 특성 및 측정방법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에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탄소나노튜브의 응용

  탄소나노튜브는 나노재료 중 가장 발달이 빠른 분야이고 그 구조상 여러 특

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응용분야가 있다. 각 분야별로 그 성능도 

기존의 소자에 비해 휠씬 뛰어나며 산업에 파급효과 역시 크다. 그러나 탄소

나노튜브의 가격이 높아 시장수요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아래 도표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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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튜브의 다양한 응용분야를 보여주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전자정보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첨

단 신소재로서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표8-6-37>                탄소나노튜브의 용도
 분야 용도 비고

 전지/콘덴서

 연료전지용 수소저장소재

 리튬이온전지의 전극재료

 전기이중층 콘덴서재료

 고성능 축전지

 고성능축전지의 장수명화

 전자장치  차세대 트랜지스터

 측정기  나노온도계  50 -1000℃를 0.25℃로 측정

 표시소자

 FED(Field Emission Display)

 형광표시관의 전자총

 전계방출형 전자원

 전자방출소자를 10% 낮은 전

압에서 가동

 탐침/나노테크

 부재

 AFM, APM, ATM 현미경의 탐침  

 나노휘스커, 나노로드

 재료의 요철부분의 위를 씌워  

 원자단위로 관찰

 회로소재  반도체회로 등의 초미세가공 소재

 바이오/의약  바이오센서, 주사침, 캡슐

 복합재료

 수지․세라믹․금속의 강화 전도성    

복합체, 반도성 플라스틱, CC복합     

재료

 복합재료의 정전방지. 경량화,  

 고강도화, 수지의 성능향상

  CNT는 높은 종횡비의 tip 구조를 갖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총으로서 FED, 

평면광원, 전자선 리소그래피 등과 같은 전계 방출현상을 이용하는 부문에 유

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내부가 비어있고, 표면적이 넓은 특징을 이용할 

경우, 수소저장이나 가스센서용 감응재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매우 가늘고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초고집적 전자소자, 즉 단전자 트랜

지스터(Single Electron Transistor: SET)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아

울러, 기계적인 특성, 즉 미세튜브모양, 내구성, 유연성 및 탄성 등을 고려하여 

NEMS 분야에 이용할 수도 있다.

  특수 소재내에 CNT를 함유하면 유연성 및 인장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고강도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탄소섬유에 비해 

10 ∼ 1,000배 정도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된다. CNT는 비어있는 내부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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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온 등을 저장하고 배출할 수 있어 연료 전지에 활용할 수 있다. 나노크

기의 물질을 다루려면 나노크기의 도구가 필요하다. 또한 AFM-tip 위에 

CNT를 결합하여 세포나 DNA 등과 같은 생체 인자들을 검출, 조작할 수 있

는 나노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상용화의 실례를 살펴보면 최근 미국에서 ‘탄소나노튜브 라켓’이 나와 인기

를 끌고 있다.  탄소나노튜브 라켓은 탄소섬유 라켓보다 훨씬 가볍고 견고하

며 탄성도 뛰어나 더 강한 스매싱을 날릴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골프채와 

스키보드에도 탄소나노튜브가 널리 쓰일 전망이다. 자동차 연료통처럼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에도 이 소재가 적용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정전기의 해

결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는 전투기를 비롯해 탱크 지프 군함

에 가벼운 탄소나노튜브 페인트를 발라 레이더를 피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림8-6-13]  1. 탄소나노튜브 나노 섬유 멤브레인 필터 SEM, TEM 사진
                     원사 직경 : 600nm, TEM 사진 : 원사 직경내에 탄소나노

튜브 분산 함유
                   2. 탄소나노튜브 나노 섬유 멤브레인 필터와 극세사 비교 
                      전자현미경 사진
  50년대의 '반도체 혁명'에 비견할 만한 탄소나노튜브가 곧 실용화 단계에 

있다.  탄소나노튜브 TV가 나노튜브 시대의 시작을 알릴 주인공이다.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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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 TV에는 '전자총'이 있다. 여기서 나온 전자들이 브라운관 안쪽의 형

광물질에 부딪쳐 빛을 내게 한다. 탄소나노튜브 TV에서는 나노튜브가 전자총 

역할을 한다.  화면의 점 하나에 수십∼ 수백 개의 나노튜브에서 튀어나온 전

자가 충돌한다.

  반도체의 한계를 깰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메모리 소자 또한 응용 분야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지금의 메모리 등은 반도체 물질위에 회로를 새겨 넣는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기억용량을 늘리려면 회로를 더욱 세 하게 그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해 삼성은 선 폭이 90nm(머리카락의 약 1천1백분

의 1)인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기술로 초고집적 메모리를 개발했다. 하지만 회로 

선 폭을 줄이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져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면 이런 한계를 쉽게 깰 수 있다. 가느다란 나노튜브는 굵기

가 머리카락의 10만분의 1. 삼성의 기술로 만든 회로 선 폭 90nm 보다 1백 배 

가늘다.  더욱 가는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료인 것이다. 

<표8-6-38>       분야별 탄소나노튜브 이용에 필요한 응용기술

분 야 기 술

FED(Field Emission Display)  ․ 저온 MWNT 수직성장기술

메모리소자 
 ․ 나노튜브 제어

    (길이, 직경 금속과의 접합, 배향) 

2차전지, 연료전지
 ․ 최적직경 및 길이의 나노튜브 합성

 ․ 알칼리 금속 도핑 및 정제

  탄소나노튜브는 또 원통의 안쪽 면과 바깥 면에 많은 수소원자를 붙잡아 둘 

수 있다. 일종의 초미니 수소저장 탱크인 셈이다. 그래서 수소를 필요로 하는 

연료전지 등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 세계에서 관련 연구가 이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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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6-14] 단일벽 탄소노튜브를 이용한 나노디바이스 이미지  

 다. 탄소나노튜브의 기술동향

   ◦ 국외의 기술동향 및 수준

  탄소나노튜브는 1991년도 일본의 NEC의 lijima 박사에 의해 그 구조가 처

음 발견된 이후로 미국, 국, 독일 등 선진각국에서 탄소나노튜브에 관한 물

성과 응용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성장기술에서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

어, 1997년도에는 미국에서 세계 10대 hot 연구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

나 FED, 전지전극, 연료전지, 메모리소자 등의 응용을 위해서는 아직도 탄소

나노튜브 성장기술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탄소나노튜브의 합성기술을 1998년을 기접으로 기존의 전기방전법이나 레이

저증착법으로부터 CVD법으로 급격히 전환된 이후로 탄소나노튜브의 고품질 

수직배향법과 전자전계방출 특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탄소

나노튜브는 가스혼합물, 플라즈마 인가 및 촉매유형 등에 따른 성장조건에 따

라 성장타입이 결정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탄소나노튜브의 합성 방법과 FED와 연계된 전계 방출 소

자에 관한 발표, 그리고 반도체 응용을 위한 발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의 composite 제작과 그 응용, 전자 소자의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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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우리도 앞으로는 이러한 으용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보여진다.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소자의 제작은 일본의 ISE 전자

가 지난 2002년 SID conference에서 FED 소자를 전시하 으며, Motorola와 

SONY도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FED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8-6-15] 열 화학기상증착법에 의해 합성한 탄소나노튜브의 SEM 사진

 라. 국내의 기술동향 및 수준

  최근에 탄소나노튜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립연구소와 

민간기업연구소 등에서도 탄소나노튜브의 합성과 응용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

고 있다. 일부 연구팀에서는 탄소나노튜브 합성과 전자방출특성에서 큰 성과

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탄소나노튜브의 합성과 에미터 응용을 비롯한 연구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탄소나노튜브의 합성에 있어서 <표8-6-3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고품질 

탄소나노튜브의 수직배향 합성기술, 저온 합성기술, 대면적 합성기술, 대량 합

성기술, 단일층 탄소나노튜브의 대량 합성기술 등이 해결할 과제다. 

<표8-6-39>            국내 탄소나노튜브 기술수준
핵심기술내용 국외수준(100%기준) 국내수준(외국대비 %) 비고

탄소나노튜브의 기초

물성연구

전기적특성 및 각종 

물성의 이론적규명(100)

전기적특성 및 각종   

물성의 이론적규명(80)
열세

단일층 탄소나노튜브 

합성

전기방전법(100)

레이저증착법(100)

전기방전법(70)

레이저증착법(40)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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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의 저온 

수직배향
플라스마 CVD법(100) 플라스마 CVD법(80) 열세

탄소나노튜브의 고온 

수직배향 합성
열CVD법(100) 열CVD법(100) 동등

고순도 탄소나노튜브의 

대면적 합성
열CVD법(100) 열CVD법(105) 우위

탄소나노튜브 

대량합성기술

전기방전법(100)

레이저증착법(100)

CVD법(100)

기상합성법(100)

전기방전법(50)

레이저증착법(40)

CVD법(100)

기상합성법(70)

열세

탄소나노튜브 전계전자 

방출 특성
수 mA/cm2(100) 수 mA/cm2(100) 동등

탄소나노튜브 에미터 

응용기술

백색광원

휴대용Lamp

LCD Backlight

CRT에미터(100)

백색광원

CRT에미터(50)
열세

탄소나노튜브 FED 

응용기술
 Screening Printing(100) Screening Printing(105)  우위

 

자료: www.displaybank.com

  국내 연구진은 나노기술의 핵심재료인 단일층 탄소나노튜브를 상온에서 값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외부에서 고온․고압․

고진공을 발생시키는 고가 장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탄소나노

튜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을 상용화해 탄소나노튜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실리콘 대신 탄소나노튜브를 소재로 하는 

전자소자를 개발할 방침이다. 국내 연구동향을 <표8-6-40>에 기술하 다.

<표8-6-40>                 국내 기술동향
업체 업체기술동향 기 술

   삼성SDI
CNT FED 분야의 세계기술 선도

(최근 38인치 CNT FED 개발)

 SWNT(단일층CNT)

 DWNT(이중층CNT)

   일진나노텍  CNT 소재 합성 및 판매
 SWNT, DWNT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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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LG Philiphs

CNT FED 개발 중

최근 20인치급 CNT FED 개발

 전계방출 분야에의 

 응용

  삼성전자, 한솔,    

  우 , 나노퍼시픽
전계방출형 CNT 평면광원 개발중

 TFT-LCD의

 backlight 응용

   LG 화학
CNT소재 이용한 연료전지, 2차전지   

개발 중
 SWNT, DWNT

  한화기술연구소

  레피더스

전자파차폐용/ 정전기용 CNT 복합

 소재 개발
 MWNT(다층벽CNT)

  PSIA, KETI,

  표준과학연구원
CNT 팁, 나노센서, 반도체  SWNT, DWNT

  아텍시스템 전기방전 설계 및 제어기술 확보  전기방전장치생산

 마. 탄소나노튜브의 시장동향

  탄소나노튜브를 둘러싼 국내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국내 휴대전화산업은 세

계 최정상으로, 이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전극과 수소저장금속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닌 탄소나노튜브의 수요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와 LG전자를 비롯하여 대규모 수요업체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탄소나

노튜브를 2차전지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

소나노튜브가 실용화에 접근해 있는 분야인 디스플레이용 전계방출장치의 기

술적 과제가 해결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으로 탄소나노튜브가 반도체 회로 설계에 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에서 IT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규모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탄소나노튜브의 응용기술이 쉽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상품화를 위해서는 양산화를 위한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탄소나

노튜브 호환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 업체의 탄소나노튜브를 특정

제품에 적용시킨 후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탄소나노튜브를 동 제품에 도입하

기가 어렵다. 업체별로 생산하는 탄소나노튜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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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적용시킬 경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로는 국내의 경우 일진나노텍과 

나노텍, 외국의 경우 미국의 Hyperion, Catalysis Instrument, Carbon 

Nanotechnologies Incoporated, 일본의 Mitui, Mitsubishi 등의 업체들이 있다  

수요업체로는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소자를 생산한 업체인 미국의 Nano-lab 

등과 탄소나노튜브를 벌크 단위로 사용하여 전자파 차폐 기능을 갖게 하는 특

수도료업체들이 있다. 용도측면에서 분야가 확대되어질 가능성은 많지만, 아직

까지 용도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일부 Atomic Force Micorscopy(AFM)

의 Microscope probe tips와 전자파차폐 도료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전체적

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유사한 규모의 탄소나노튜브 수요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탄소나노튜브가 나노단위의 분말이어서,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탄소나

노튜브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며 응용분야에 사용되는 양이 아직도 미미한 것

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2000년도 탄소나노튜브의 시장규모는 약 4억원(40kg), 2001년도 

7억원(100kg) 정도 으나 2007년에는 7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점유율은 일진나노텍이 거의 대부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일부가 수입되

고 있다.

[그림8-6-16] 탄소나노튜브의 세계시장 동향 
자료. KISTI 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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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최근 탄소나노튜브와 탄소나노혼 등 나노테크놀로지 신소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세계시장 선도를 노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나노테크놀로

지 지원을 위한 산·관·학 연계체제를 구축한 것과 함께 업계에서도 나노 기술

을 사용한 신소재 양산에 나서고 있어 이미 탄소나노튜브는 일본에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바. 탄소나노튜브 기술표준화 필요성

  탄소나노튜브는 부분적으로는 기술의 난이도가 낮은 분야에서부터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노기술에 대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차세대 나노기술전쟁의 치열한 전초전이 탄소나노튜브에서 벌어지

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나노튜브는 그동안 개발되고 축적된 기술을 이용하여 

시장으로 연계되기 시작하는 초기화단계에 있는 기술이므로 표준화와 연구개

발이 전략적, 일체적으로 추진되어야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기술을 선점

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특정분야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니고 기존산업의 전 분야는 물론, IT, BT, ET 관련분야에 기술혁신

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특징이 있다. 미국의 ‘Nano 

Business Alliance’의 전망(’01.12)에 의하면 나노기술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 1조불 (일본 히타치 및 미국 NSF도 

NT시장규모를 2010년경 1조불로 전망), 2020년에는 20조불이라는 거대한 시

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분야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

에 대비가 필요하다.

  탄소나노튜브가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인 탄소나노튜브 물성측정방법의 표준화, 응용제품에 대한 

규격, 성능평가 및 측정방법 표준화는 탄소나노튜브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기술의 성격상 한 분야의 개발만으로는 경쟁력있는 기술의 

개발이 불가능하며, 산․학․연에서 참여하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고, 국가차

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가 필요한 상황일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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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성 및 이의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탄소나노튜브의 기술표준화 역시 산․학․연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

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다양한 산업분야의 요구를 수용

하여 신뢰성 있는 표준화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이 있다.  

  탄소나노튜브의 소재기술 및 응용기술은 무한한 시장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기술선진국에서 조차도 산업화 초기단

계로 산업계가 본격적인 상품화를 통하여 안정된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

(National nanotechnolgy Initiative, NNI)을, 일본은 N-Plan 21을, 국은 국가

나노구상 (National Initiative on Nanotech.) 등을 수립하여 국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나노소재기술은 독점성이 강하고 따라서 나노소재를 이용

한 응용제품들은 거의 독과점으로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국가

가 정책적으로 표준화,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표준화를 통해 이 분야 

기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사. 국내외 표준화동향

   1) 국외 표준화동향

  선진 각 국에서 첨단 전자정보 산업 분야와 고기능성 나노소재의 경쟁력 확

보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아래 고품질 탄소나노튜브 대량합성과 물성, 전자

방출특성 및 나노소자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 우주

개발을 포함한 탄소나노튜브가 속해 있는 나노분야의 기술을 장악한다는 전략

하에 5년∼10년 후 실용화와 산업화를 염두에 둔 수요지향형 R&D 및 혁신적 

기반기술 연구와 산학관․학제간 네트워크를 구축, 추진하고 있다. 탄소나노튜

브 표준체계 수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성질에 

관한 최초의 측정표준안이 전 세계 150 여개 국가의 38만 여명의 과학자와 기

술자가 활동중에 있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표준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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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측정표준안이 연구자와 제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실험실과 생산라인의 다리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더 

나아가 인증에 필요한 장비 및 처리절차에 관한 제안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2003년를 시작으로 초경량, 고강도의 나노복합체의 수요처인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주도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 NIST가 탄소나노튜브의 표준화에 관한 

Workshop을 개최하 으며, 미국 Rice대학의 노벨상 수상자인 Rick Smally 교

수의 탄소나노튜브의 응용과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었다. 단

일층 탄소나노튜브 측정방법 표준화를 이슈로 11개 회사와 19개 대학, 9개 정

부대표기관에서 70여명의 연구자가 참석했다. 올해 초 1월 26일부터 NIST에

서 두 번째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전 세계 탄소나노튜브의 리더를 한자리에 

모아서 제품개발과 기술개발 및 제조에서 이슈로 등장하는 순도와 분산에 대

한 특성평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워크샵의 결과는 탄소나노튜브의 특성평

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품 개발자들에게 사용될 전망이다.  

  일본은 N-Plan 21을 수립하고 업체와 대학이 탄소나노튜브 개발경쟁을 지

속하고 있으며 탄소나노튜브의 양산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와 탄

소나노 Horn 및 나노분말을 표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실용화를 위

한 민간차원에서의 표준화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 또한  EU차원의 프로그램 및 각 국별 특화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

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탄소나노튜브 생산업체인 Nanoledge사는 나노섬유와 

나노복합재료 분야의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의 표준화활동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되

고 있다. 공적표준화 기구 중의 하나인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관리이

사회에서 2005년 1월 국의 BSI가 나노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술분과위원회

의 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 전기․전자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IEC(국

제전기기술위원회) 또한 독일과 미국이 SMB(표준화관리이사회)에서 나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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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특히 탄소나노튜브분야의 표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발표를 한 바 있다. 

조만간 ISO와 IEC에서 작업범위를 달리한 나노기술 즉 탄소나노튜브 표준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국내 표준화 동향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의 연구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었으나, 최근 국가

차원의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 확립에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

다. 나노기술 중 나노소재는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나노기술자체

가 개발 초기단계로 시장형성 시기를 5∼10년 후를 전망하고 있는 분야로 아

직 사업화 된 예가 적으나, 탄소나노튜브는 이미 산업화 초기단계에 들어서 

산․학․연에서 향후 몇 년 뒤의 산업화에 대비하여 탄소나노튜브 분야 표준

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2004년도 기술표준원 주도로 국내에 국제표준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연 나노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CNT 표준기술연구회가 조직되었다. 

현재 CNT 표준기술연구회는 CNT 응용분야 표준화대상을 선정하고, CNT 기

술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 으며 이미 CNT 분야 용어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다. 탄소나노튜브 소재의 순도 및 분산평가방법 표준화를 시작

으로 단계적으로 구조적 특성평가 기술표준화를 5개년으로 하는 로드맵을 작

성했다. 현재 삼성 SDI, 일진나노텍, 삼성종합기술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

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20여명의 탄소나노튜브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휴대용 전자기기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정상 수준으로, 이에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소자, 고집적메모리, 디스플레이 광원에 이용될 탄소나노

튜브의 수요를 감안하면, 응용기술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탄소나노튜브 소재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주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분위

기다. 국내 연구팀의 탄소나노튜브 합성기술은 부분적으로 선진국과 거의 동등

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CNT의 대량생산 기술과 함께 소재 자체의 품질 및 특성

평가에 대한 표준화문제가 응용기술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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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노튜브의 표준화 연구는 미국에서도 2003년도 최초 시도한 바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상용화가 진행될 시기에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표준화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다. 2005년도에 기술표준원은 NT-BT 실용화 제품평가사업으로 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의 순도평가 표준화 및 비정질 탄소제거를 통한 

탄소나노튜브의 순도평가 표준화로 순도평가표준화 작업을 시작하 고, 탄소

나노튜브를 응용한 제품의 균질성을 확보하기위해 탄소나노튜브의 분산성 측

정 및 평가방법 표준화작업을 시작하 다. 

 아. 결론

  20세기의 실리콘과 같이, 21세기에는 탄소재료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탄소나노튜브는 전자정보통신, 환경 및 에너지, 의

약 등의 분야에서 응용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그 존재가 

알려진 이후, 인류 역사상 탄소나노튜브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한 재료가 없

다고 할 만큼 다양한 응용이 예상되는 신기능 재료이다. 

  앞서 소개한 탄소나노튜브의 다기능성, 고기능성은 정보통신 기기의 필수 

요소인 평면표시소자, 메모리소자, 전지에 응용력이 뛰어나며 기존의 소자가 

가지고 있는 물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이 다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기술측면

에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고, 제품 측면에서는 도입기 마지막 단

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시장규모를 보면 2002년에 818만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53,963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시장도 2002년도 12억원정도

에서, 2007년에는 7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탄소나노튜브 산업은 고성장율, 도입기단계 산업이므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산업분야 등과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구

축하여, 시장에 진입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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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제품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탄소

나노튜브 소재의 순도평가 및 분산방법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신뢰성있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 기술분야의 표준화 주도는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휴대전화 

및 단말기산업,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

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7절 생물․환경․에너지분야

1. 생물

 가. 생물산업의 개요

   1) 생물산업의 정의

  생물산업은 생물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

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지며, 생물공학기술 

이용여부에 따라 여러 산업부문에서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개념

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 산업군이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생물의약산

업, 생물화학산업, 바이오식품산업, 생물환경산업,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생물전자산업, 생물공정 및 생물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업으로 분류

될 수 있다.  

   2) 생물산업의 특성

    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집약적산업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편으로 인터페론은 5000$/g로  금의 357

배, 반도체 256M DRAM의 14배로 부가가치 비중이 60%에 이른다.

    나) 첨단기술산업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게 전망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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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DRI는 ’95∼’05년 사이의 첨단기술산업 산업별 성장률 전망에서 생

물산업을 22.1%로 가장 높게 전망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 9.4%  등과 비교할 

때 생물산업이 단연 고성장 산업임을 전망하고 있다.

    다) 광범위한 다른 산업군과의 접목으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바이오산업은 기존 타산업과의 융합 또는 교류를 통하여 기존산업의 기술

적 성숙도와 실용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도 활용된다.

    라)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이해가 성장의 전제가 되는 산업

  생물기능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대한 안

전평가 및 인허가 등의 행정정책 및 제도의 역할이 매우 크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물산업 안전성에 대한 이해증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3) 세계 생물산업의 동향 및 전망

  학문적 차원의 생명과학시대를 지나 1970년대부터 생물산업기술이 도입된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1990년대부터는 21세기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

다. 구미선진제국은 생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중이며, 최근 

들어서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생물산업 육성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확

대 일로에 있다. 현재 미국은 생물 산업의 발생국가이면서 세계 생물산업을 

리드하고 있어 2005년까지는 미국이 세계시장점유율 선두를 유지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미국․일본․유럽 등이 세계생물산업시장을 분할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바이오산업계 현황>

구  분 EU
1

미국
1

일본
2

R&D 지출(억불) 120 179 50

전업기업 (수) 1,861 1,473 320

고용인력(만명) 8 20 3

    1 자료: 국 Ernst ＆ Young, Resurgence : The Americas perspective,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4, 2004년

    2 자료: 일본 바이오 년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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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월 Human Genome Project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세계 각

국의 생물공학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전체 구조연구에서 기능연구로, 

인간 유전체 연구에서 동식물 유전체 연구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선진제국에서는 유전체를 직접 이용하는 산업은 물론 화학, 식품, 전

자, 환경, 에너지 등 이종산업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물산업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파생되는 안전

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와 대응이 필

요한 산업분야이지만, 세계생물산업은 새로운 생물공학기술의 발전과 제품의 

상품화 확대로 인하여 신규 수요도 계속해서 창출될 것이며, 생물의약품 위주

에서 점차로 생물농업, 바이오에너지, 생물전자 등의 높은 성장가능성을 전문

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생물산업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의 생물산업분야는 산업형성기이기는 하지만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률로 1990∼1997년 기간 동안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의 국내생물산업 규모는 시장규모 2조 791억원, 산업계의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비 4,749억원, 종업원 11,013명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는 

미미한 편이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명연장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성장가능성은 거의 무한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약 60% 수준으로 유전공학 등 기초기술과 발효기술 선진국에 손색

이 없으나, 신물질창출 등 새로운 기술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발전은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생물산업계 현황>

구   분 19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시장규모(억원) 5,085 9,000 18,934 20,791

R&D 지출(억원) 1,876 2,695 4,087 4,749

전문 인력(명) 3,354 5,186 8,707 11,013

자료 : 한국생물산업협회, 연도별 국내 생물산업 실태조사, 1998년, 2000년

       기술표준원, 국내 생물산업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 11515호), 2002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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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의 생물산업전망은 최근 들어 생물산업계에서 정부의 육성의지에 

힘입어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은 특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중소 및 벤처기업들의 생물산업 참여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

물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에는 세계 7대 선진국으로의 도약까지 예상되고 있

다. 따라서, 우리 나라 생물산업의 21세기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

여 외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산업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강화 

및 산업화기반조성인 생물산업의 발전 및 성장 추세에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실정에 맞는 산업화전략 추진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나. 생물산업표준화

   1) 외국의 생물산업 표준화동향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의 세계화 및 정보기술 혁명의 진전으로 데이터 교환 

등에 따른 상호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품경쟁력을 위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은 국가차원의 생물분야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산

업으로 창출하기 위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중점정책으로 추진함과 아

울러 새로운 생물산업제품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생명공

학기술 응용분야 및 산업화를 위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해결

방법의 하나로 표준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개발의 속도가 너무 

빠른 생명공학기술 응용분야는 공적표준의 책정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표준획

득에 주도권을 빼앗기기 쉽다. 그래서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유력한 기업

들이 연합을 해 표준화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국제표준 획득에 우위적인 입장

을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 예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표준화기구(CEN) 등 공적 표준화기구

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의도적 방출 및 국가간 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검사 방법․시험조건을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유전자변형 생물

체의 상업적인 응용분야는 특정 다수사이에서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인 분야이

고, 지노믹스의 급속한 발달로 인간유전자 완성에 관련된 데이터의 폭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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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생명공학기술 기업과 조직 연합이 결성되어 생명관련 상세 분자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한 세계표준을 개발하고자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BIO)가 결성되어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프로젝트 검토에 참가하

고 있다.

  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획득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  제국은 자

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국가 주요 목표로 정하고 공적 표준화기관을 통하여 

표준화연구개발에 자금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공적기관이 연구개발 시작단계

부터 참여하여 표준화방향을 정하고,  민․관․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러 나라와 표준화 추진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표준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의 경우 이 분야에 세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표준기술

원(NIST)를 중심으로 생물정보학, DNA 칩 개발, 생리활성물질 생산연구 등 

지속적으로 민․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생물산업을 전략적 산업

으로 선정하여 통산산업성 공업기술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원시책을 추진하

고 있는데 유전정보 확보 및 식의약분야, 광합성 미생물, 산업미생물 등 식량

증산과 산업응용분야와 관련한 기술분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유럽표준기구

에서는 산업의 발전과 인간을 포함하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는 표준화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

에 고정화된 기술표준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으며 미생물 및 실험실 

관련 장비의 제품 및 방법에 대한 표준화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오기술 관련 규격의 수는 바이오기술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의 

주요한 국제규격, 국가규격, 혹은 기관규격(JIS, JAS, ISO, CEN, ANSI, 

ASTM, FDA, NF, DIN, BS)에 대해서 관련 규격을 검색하면, 생명공학 관련

의 규격 총수는 2001년 합계 2453 건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ISO가 297건

(12.1%)인 것에 비해, 유럽 주요 3개국(독일, 프랑스, 국의 각국 규격)의 합

계가 국제적 규격 전체의 거의 반수에 가까운 1136 규격(46. 3%)에 이르고 있

다. 이 사실은 유럽 각국의 표준화전략이, 연구개발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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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바이오 관련 규격 수>

구  분 ISO EN DIN+NF+BS JIS+JAS ANSI FDA ASTM 계

규격수 297 157 1136 90 44 582 364 2670

% 11 5.9 42.5 3.4 16.5 21.8 13.6 100

자료: 일본생물산업협회(‘01)

   2) 우리 나라 생물산업 표준화현황

  국내의 경우는 생물산업분야에서 선진국보다 10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이

고 있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 및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생물

산업의 표준화는 1961년 제정 공포된 공업표준화법에 근거로 60년대 중반부터 

식료품분야의 규격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2004년 12월 현재까지 식료품 관련 

규격과 미생물에 관한 규격 467종을 KS로 보유하고 있다. 규격관리는 초창기 

공업진흥청 내의 화섬표준과에서 시작되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00년 9월

부터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에서 2003년 2월부터는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과에서 표준화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표준화를 책정해 놓고 있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바이오산업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고 표준

화업무에 소극적이다. 신바이오산업에 대한 KS규격은 GMO관련 규격, 체외진

단용 의료용구 등 30여종이 제정되었다. 기술개발의 속도가 매우 빠른 바이오

기술의 경우 수요자가 요구하는 국가표준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표준의 제․개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경직되고 엄

격한 규격의 공급보다는 기술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는 가이

드라인 유형의 규격을 보다 활발히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생물산업은 의약 및 의료분야가 생물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으며 화학공정 등을 포함한 산업관련분야와 농업분야의 시장 비중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신물질 및 서비스개발에 유용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분석 및 생물정보학분야가 새로이 생겨나고 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생물산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표준화연구

도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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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 생물산업표준화 추진방향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에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표준화는 그 다양성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수립하에 추

진하여야한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표준화를 생명공학분야에서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학․기계․전자․환경․의학 부분에서도 공동으

로 바이오산업의 표준화에 나서지 않으면 효율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표준의 정점기관인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목표지향적인 

국가표준의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표준화추진에 있어서 일관성 및 명료성을 제

고할 수 있는 토대로서 표준화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있다. 생물산업기술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실용화 이전사업, 기술교육

사업, 기술표준화 및 인증사업이 그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현재 기술표준원을 주축으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

물산업 기술․제품의 표준화 기반구축」사업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수행되고 있는 표준화사업이며 생물산업표준 분류체계구축, 생물산업표준

용어의 KS규격제정 및 표준용어집 발간, 선진 생물산업 관련규격의 국내도입 

연구, BT 핵심 시약․장비의 규격개발 연구, 발효산업 관련 미생물의 기능성, 

안전성 평가방법의 개발연구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빠르

게 실용화되고 있는 바이오제품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NT․BT 실용

화제품 평가사업」과 생물의약분야의 국제표준화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바

이오신약 국제표준화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는 바이오제품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표

준개발이 필요한데 세계적으로 초기 진입단계에 있는 생물산업에서 BT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의 신속한 개발과 선점은 세계시장장악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현 상태에서 세계적으로도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표준화가 

충분하게 정비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바이오산업의 표준화전략으로서 

표준화 전반에 대한 대응 및 향후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바이오산업 표준화의 중요성․유용성에 관한 인식을 산업계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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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 둘째, 수출입이 많은 제품, 또는 향후 새롭게 해외시장 확대를 지향

하는 전략적인 제품의 경우는 국제 규격으로 제안하며, 셋째는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기술개발전략과 표준화의 연계체제 구축하고, 넷째로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표준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ISO 등의 국제표준

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전략을 명백히 하고 산․학․연․관의 연계에 

의한 연구 개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물산업기반 기

술의 개발,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생물자원 확보, 생명공학기술 제품에 대

한 표준화인식 제고 등을 통한 생물산업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
 

 가. 환경산업의 개요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실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여서 

오염상태를 개선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경

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좁은 의미의 환경산업에 대기, 수질, 토양, 폐기

물, 소음, 진동 등과 관련된 환경피해를 측정, 예방, 제어 또는 복원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염 및 자원사용을 최소화시키는 청정기술을 포함

하고 있다. 

  환경산업은 Information Technology(IT), Bio Technology(BT), Nano Tecnology(NT)

와 더불어 21세기를 이끌어 갈 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우리 산업 

발전의 모체를 이루었던 섬유산업, 중화학산업 기초소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은 기존산업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에 적극적

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인 생존을 허락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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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은 발전속도가 느려지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

에 저해되는 환경요소들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의 일환으로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고 한편으로 국제적인 

규제전담반을 구성하여 운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 결과 환

경설비에 대한 수요증대, 국제환경 규제강화 및 환경관련 무역규제 증대, 오염

부하가 높은 산업의 경쟁력 상실, 환경친화형산업구조로의 전환등 환경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한 성장과 변화를 계속해 왔다.

 나. 국제환경규제

  선진국들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OECD의 PPMs(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규제논의, 기후변화협약과 ISO 14000시리즈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국제환경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 지난 2005년 2월16일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공식발효되어 2013년부터 감축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약 240여개의 다자간 환경협약 중 20여개가 무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기, 전자, 자동차,정 화학등 거의 모든 산업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EU등 선진국의 대외무역조치는 직접적 수입규제보다 다국적 환경규범을 이

용한 간접규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의 환경기준을 근거로 비관세 무

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8-7-1> <표8-7-2>

<표8-7-1>             각 국가별 환경규제 강화현황
국가 명칭 도입시기 비고

국 기후변화세 2001 석탄,LP가스,천연가스, 전력에 부과

독일 전기세 1999 전력에만 부과

네덜란드
일반연료세

연료규제세

1992

1996

가솔린, 중유 및 석탄은 제외

96년부터 가정용등에 추가 과세

일본 환경세 2006 가솔린, 전력에 부과, 년간 5천억엔 稅收 예상

* 자료 :http://www.mo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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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7-2>        주요 품목별 EU의 환경규제현황(요약)
품  목 준수해야 하는 주요 환경규제 조치

전기, 전자제품 전자파 지침, 에너지 소비량 규제, 에너지라벨링, 폐가전 처리지침

냉장고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금지, 에너지라벨링

세탁기 에너지라벨링

배터리, 축전지 수은함유 금지, 환경세, NiCd 전지사용 금지

정보통신기기 Energy Star Logo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연비라벨링, 연료오염물질함유규제, 폐차처리지침,

건설장비 배기가스 규제, 소음기준

섬유 및 신발 사용 염료 규제, 환경마크

기타

에너지, 세척제, 포장재 감축을 위한 자율협정 준수, 인산함유 금지

휴지, 복사용지, 토양 개선제, 페인트류 

포장재 중금속 함유 제한 및 수거/재사용 의무   

 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환경규제대응과 환경산업의 성장

  우리나라는 국제환경규제대응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간에 극명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국제환경조직

의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표8-7-3>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

체 환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은 정보, 인력, 자금부족 등으로 자체대응이 곤

란한 상황이며,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청정생산, 오염복원분야등 환경기술관련 

분야도 고급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국내기업들의 국제환경조직의 프로그램에 가입현황

<표8-7-3>        국제환경조직의 프로그램 가입현황
국제환경조직명 국내참여기업

WBCSD*1 삼성전자(1994년), LG(1997년)

GRI 가이드라인 삼성SDI,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 Diageo Korea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표 
(DJSI) 삼성 SDI(2004)

UNEP Finance Initiatives 현대해상,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1 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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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 세계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목표

를 달성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며 국제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공동대

응할 수 있도록 만든 단체

  국제환경규제는 산업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별로 여러 가

지 기상도를 보이고 있다. 

 

   1) 자동차 산업

  재활용 및 폐차수거에 따른 추가 원가부담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

며, 대부분의 자동차부품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됨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상당

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ULEV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조원가부담과 

새로운 엔진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엔진기술개발에 대한 압력이 가

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는 연비향

상, 환경친화적 청정엔진개발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사업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미래형자동차는 자동차업종을 대기오염이라는 반환

경적 이미지에서 친환경적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2012년 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액은 74조원, 수출 365

억 달러, 고용창출 2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2) 전기․전자산업

  EU WEEE등의 환경규제정책에 따르면 사용후 소각․매립되지 않은 모든 

전기전자장비들이 대상이 되며 가전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에 

따라 국내 생산공정상의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 EU수출이 어

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 등 국내의 가전업체들은 자체의 다양한 

친환경제조공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 함으로써 오히려 이 분야의 수출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EU 등이 제품사용 후 회수체계의 요구 및 재

활용비용의 생산자 부담원칙 등 환경규제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

속적인 투자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업종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통해 2008년 이후에는 ‘97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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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관련 협회에서 이미 2010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

스[과불화탄소(PFCs)]의 배출을 ’97년 기준 10% 줄이기로 세계반도체협회와 

합의한 바 있다.  

   3) 화학관련 산업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규제법령 시행시 EU지역에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을 

수출하는 국내업계에 상당한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적용대상이 현행 10kg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물질 

수출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 수출시 시험자료 생산․확보, 제출에 따른 비용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환경산업의 성장

  환경규제강화는 空氣시장의 급성장 등 환경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유도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기업환경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50대 환경전문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이 14.7억 달러(약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산업연구원, 1999.12.2) 등 안정된 수익구조를 검증받아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선진국가 들과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 등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손꼽고 있

는 분야이다. 그간 국내 환경산업은 국내 기술에 대한 불신과 기술개발을 등

한시한 기업들의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외국기술 도입으로 그 기술도입 건수가 

1996년에 76건을 시작으로, 지불되는 기술사용료만도 한해 9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2000 환경산업총람) OECD에서 논의 중인 환경분야의 115개 자유화 

대상품목에서만 1998년 20억 달러(약 2조2천억 원)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

(KIET: 1999)하는 등 국내경제에 큰 폭의 마이너스를 초래하 으며 아직도 

이러한 사항은 완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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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7-4>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전망

구  분
시장규모(억불) 성장률(%)

'99 ‘05 ‘10 ’99∼’05 ’05∼’10

북  미 1,930 2,490 2,870 4.3 2.9

서유럽 1,490 1,920 2,210 4.3 2.9

아시아 280 780 1,560 18.6 14.9

일  본 760 980 1,120 4.3 2.7

남  미 110 220 350 12.2 9.7

기  타 380 550 740 6.4 6.1

합   계 4,950 6,940 8,850 5.8 5.0

 * 자료: Environmental Business Journal & SRI consulting(1996) 자료를 이용하여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서 추정  

<표8-7-5>          세계 환경산업분야별 시장규모

구  분 2003년 2004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환경서비스업 3,050 3,180 4,180 4.6

환경자원이용업 1,700 1,810 2,600 6.3

환경설비업 1,510 1,590 2,070 4.6

합  계 6,260 6,580 8,850 5.1

* 자료 : '무한한 가능성 환경산업',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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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7-6>             국내 환경산업전망 시장현황

구분
시장규모(백만원)

성장률(%)
2003년 2004년

환경 

서비스업

고형/유해폐기물 관리 29,580 31,760 7.4

수처리용역 15,520  16,960 9.3

환경복원 및 창조 6,140 6,740 9.8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 1,100 1,230 11.8

환경측정 및 분석서비스 1,100 1,200 9.1

소계 53,440 57,890 8.3

환경자원

이용업

자원재생 37,720 41,220 9.3

수자원 이용 2,390 2,690 12.6

환경에너지자원 540 760 40.7

소계 40,650 44,670 9.9

환경 

설비업

수처리 설비와 약품 13,510 14,630 8.3

대기오염방지설비 12,610 13,510 7.1

폐기물 관리설비 3,900 4,320 10.8

청정공정 및 기술 460 610 32.6

계측기기 제조 430 470 9.3

소계 30,910 33,540 8.5

합계 125,000 136,100 8.9

 라. 환경산업과 국제표준화 동향

  환경문제가 개별국가가 아닌 지구차원에서 공동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등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국

의 산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의 상호

교류 및 측정자료의 신뢰성 등 상거래와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기술적 장해

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뿐만 아니라 OECD와 관련 환경연합들은 다양한 환경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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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기준과 수준은 높아져가고 있어 관련 표준의 정비도 가속화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ISO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정된 규격이 환경․안전 분

야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표8-7-7>

<표8-7-7>             최근 5년 제정된 분야별 규격수
년도

전자,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환경, 안전 교통, 물류 재료공학 농수산물

1999 203 253 53 72 236 42

2000 214 262 64 96 210 50

2001 147 232 45 90 181 32

2002 209 229 46 97 168 51

2003 170 246 58 115 257 44

2004 176 443 55 126 244 67

합계 1119 1665 321 596 1296 286

총규격수 2287 3860 633 1621 3833 924

신규제정 

비율
48.9% 43.1% 50.7% 36.8% 33.8% 31.0%

  환경관련 국제표준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기, 수질, 토양분야의 오염물질 측

정방법 및 환경경 을 위한 국제표준 등 시험방법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 및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되여 ISO에 TC146(대기질) 등 10여개의 기술분과위원회<표8-7-7>, 

500여종의 규격이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인 규격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표8-7-8>            ISO내의 환경관련 기술위원회
ISO/TC/SC SC수 WG수 국문명칭 규격수 P(O)

회원수

TC131/SC6 - 3 오염관리 25 12(10)

TC 144 4 - 공기분포와 확산 7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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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146 6 25 공기의 질 77 24(45)

TC 147 5 36 수질 212 32(43)

TC 158 - 6 가스분석 20 13(28)

TC 190 6 19 토양의 질 85 21(31)

TC 193 3 4 천연가스 43 22(24)

 TC 207 5 11  환경경 21 76(17)

TC 209 - 8 청정실 8 20(21)

TC 224 - 5 상․하수도서비스 0 25(18)

   □ 환경경 (ISO TC207) 표준

  환경경 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0시리즈는 환경경 시스템에 관한 규

격과 환경심사, 환경레이블과 선언, 환경성과평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

의사소통 등으로 구성된다. 이 표준들은 크게 조직을 평가하는 역과 제품 

및 공정을 평가․분석하는 역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환경경 시스템, 환경

심사, 환경성과평가등은 조직의 환경경 에 대한 평가를 위한 표준이며, 환경

레이블과 선언, 전과정평가 등은 생산제품과 생산공정의 환경성에 관한 평가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ㅇ ISO TC207 표준에 근거한 인증제도(Type I)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및 일부 개발도상국 등 23개국

에서 운 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3자(주로 정부기관 또는 

공인기관)가 인증하여 주는 제도다. 독일, 캐나다 등 환경보호의식이 높은 나라

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침 및 실무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 역: 소비재, 제품 및 산업생산재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 

  ② 환경라벨리은 명백히 자발적인 것이므로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

하여야 함

  ③ 신뢰성: 환경라벨링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조운 상의 신뢰성이 확

보되어야 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을 유지함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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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준과 제품범주를 정할 때  관련 이해집단과 협의해야 하며 환경라

벨링 부여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인된 제3자의 관여가 

필요함

  ④ 준수해야 할 규제요건: 거래하는 나라의 관련요건(건강, 안전 및 환경)과 

제품이 부합해야 하고, 제품제조공정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관련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⑤ 환경라벨링은 제품라이프사이클 접근방식에 기초해야 함

  ⑥ 선별력: 환경라벨링 제도는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중  일정비율의 제품

에 대해서만 라벨링을 부여하는 선별력을 지녀야 함

  ⑦ 투명성: 모든 이해관계자가 환경라벨링 제도운 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어야 함

  ⑧ 국제무역 측면에서 환경라벨링 제도는 국내외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 차

별이 없어야 하고 무역상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ㅇ 환경특성의 자기표시제도(Type II)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스스로 상품의 환경특성을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제품에 '그린', '녹색', '생분해도 1백%'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제도를 운 하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용어의 범위 및 정의, 표시된 내용에 대

한 시험 및 검증방법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환경클레임은 객관적인 기준(증거)에 따라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제품과 관련이 없는 환경클레임은 주장이 불가능하며, '무공해', 

'수질오염이 없는' 등과 같은 포괄적인 환경클레임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상품의 환경특성을 표시할 때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보충설명은 뚜렷하고 인증된 용어에 근접해야 한다.  환경특성 

자기표시의 일반지침은 환경특성 자기표시와 보충설명이 갖추어야 할 기본원

칙과  환경특성 자기표시의 기본기준, 환경성자기표시의 검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주장제도에서 생산자가 주장할  수 없는 표현사항은 '무공해' 

등과 같이 구체성과 한정성을 결여한 내용으로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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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성/재활용물/회수성/재충진성/퇴비성/고형폐기물 감소주장/에너지효율

적/에너지보전적/에너지절약적/물효율적/물보전적/물절약적/자원절약주장/분해

성/광분해성/건전임업/해체성

   ㅇ 정량화된 제품정보 표시제도(Type III)

  제품의 전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에너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기설

정된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

되고 있으며, 제품의 전과정평가기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인 개발도

상국은 그 적용이 곤란하다. 이 유형은 무역규제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제품의 환경특성을 소비자들이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적용에는 다소의 기간이 필요하다. 정보의 공개, 시스템분석을 통해 

제품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환경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개

방되어야 하며, 환경부하의 감소를 위해 이용되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지정치 

않고, 지속적, 개선원칙과 무역장벽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원

칙이다.

  인증절차는 제품 전과정평가 기법에 기초해야 하고, 제품고유의 환경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특정장소에서 얻어진 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미리 설정된  

색인을 사용하여 모든 제품범주에 적용한다. 또 전문가 심사와 이해관계자 심

사를 거쳐야 한다.

  제3자 검증은 절차의 공개와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신청회사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적인 실험을 거쳐야 하며, 

자료의 타당성 입증과 갱신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

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마. 국제환경규제와 표준화 대응방안

  국제환경규제 등 대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은 친환경경 체제로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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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인 환경저감계획 수립, 에너지절감, 및 신산업기회 모

색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환경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기관, 코드 및 

표준 등을 분석․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표8-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O TC 207의 온실가스에 대한 

참조표준, 방법표준에 대한 제․개정 상황 등 구체적 내용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8-7-9>        ISO TC207의 신규 제정예정규격 목록

규격번호 규격명 단계

ISO 14064-1
Greenhouse gases - Part 1: Specification for the quant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organization emissions and removals
DIS

ISO 14064-2

Greenhose gases - Part 2: Specification for the quantificati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project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 

enhancements

DIS

ISO 14064-3
Greenhouse gases - Part 3: Specification with guidance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DIS

ISO 14065

Greenhouse gases - Requirements for greenhouse gas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for use in accreditation or other forms of 

recognition

WD

  기본적인 환경 및 표준정보 분석후, 환경, 윤리 등 주요 이슈별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내부 대응조직이 구축이 필요

하며, 전담부서에서는 로벌기업에 걸맞은 경 원칙의 정립, 지속가능성 보고

서 발간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의 업무가 요구된다. 또한 국

제 공통기준과 국제표준방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이를 증명함으로써 이해관계

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우리 역시 이러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수준의 대응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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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가. 재활용 산업

   1) 재활용산업의 개황

    가) 재활용산업의 정의

  21세기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래의 경제 시스템에

서 탈퇴하여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순환형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 중의 하나가 재활용(recycle)이다. 재활용산

업이란 사용한 제품을 세척 등의 공정을 통해 재사용(re-use)하는 ‘Closed 

loop recycling’ 과 수명이 다한 폐기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

용하는 ‘Open loop recycling’ 의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은

‘Open loop recycling’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폐기물의 발생에서부

터 수거, 가공, 제조, 사용처리단계 등의 전과정에서 재활용을 용이한 설계를 

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폐기시에도 분리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 자원재활용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다. 일단 사용된 제품이나 

제품의 생산공정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회수하여 원료로서 이용, 또

는 이들의 소각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일단 사용

한 제품이나 부산물을 회수하여 화학적으로 전환시켜 이용하는 것을 일반적으

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으로 부르고 있으나, 화학적 재활용은 생

성물을 원료로서 이용하면 물질재활용, 연소시켜 에너지를 회수하면 열적 재

활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재생이용, 자원화 등도 재활용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활

용 개념에서 재사용(reuse), 발생억제(reduce) 및 재활용(recycling)을 포함한 보다 

넓은 3R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 재활용산업의 특성

  자원재활용산업은 버리는 폐기물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으로써, 

소각, 매립 등과 같은 환경처리를 위한 폐기물의 처분개념보다는 경제활동의 

하나로 보는 산업적 접근이 우선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자원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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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

운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재활

용의 의미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국내 재활용업체는 대부분 

세중소기업으로써 세성과 기술의 취약성으로 인해 기술력 제고 및 품질향

상에 한계가 있어서 재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폐기물을 이용하여 품

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보다도 더 고급기

술력이 필요하다. 재활용제품의 품질이 나쁘고 위생, 안전상 문제점이 있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상존하는 한 소비부진이라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따라서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은 이들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는 수행하기 어

려우므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차원에서 재활용기술개발을 국가가 적극 지

원함으로써 자원수입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경제난 타개에 일조하는 것이

다. 또한 제품구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과 품질에서의 메리트가 있어야

만 구매하게 되므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토

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폐자원의 국내 부존자원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

하여 폐자원을 돈버는 경제활동에 우선 사용하고, 산업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재활용한 후 남는 폐기물을 공익차원에서 처분하는 선후개념 도입이 절실하다.

    다) 국외 재활용산업의 동향 및 전망

     (1) OECD의 환경전략 및 향후 재활용에 대한 동향

  OECD의 환경정책기조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다. OECD의 환경정책위원

회(EPOC)의 제안에 따라서 2001년 5월에 ‘OECD환경전략’을 채택하 는데, 이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실시상황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고 있다. 

  OECD이사회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가맹국과 환경정

책위원회에 대하여 ‘물질흐름과 자원생산성에 관한 이사회권고안’을 승인하 다.

  앞으로는 그 처리처분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폐

기물의 삭감에는 생산과 소비의 패턴을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

다. 그래서 OECD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제창하여 2001년 3월에 각국 정부를 위한 EPR 지침서(OEC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ernments)를 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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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럽의 재활용 동향과 향후전망

  2004년 5월 1일부터 기존 15개국의 EU 가입국에 신규로 10개국이 가입하여 

25개국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 다. 그 이전, 즉 2004년 4월 30일 

이전에는 15개국이 EU회원국이었는데, EU는 1994년 12월에 회원국의 자유무

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원칙으로 

한 EU포장지령을 승인하 는데, EU포장지령(Directive94/62/EC)의 시행을 앞

두고 유럽포장폐기물 회수기구인 Pro-Europe을 설치하 다. EU포장지령에서

는 2001년 6월까지 포장폐기물의 50∼60%를 회수하여 그 중에서 25∼45%는 

물질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에너지회수 등의 형태로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규정하 다. 아울러 각 소재별로 15%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EU는 2004년 12월에 포장지령을 개정하여 포장재에 대한 재활

용의무를 대폭 상향조정 하 다. 또한, 소각시설에서의 에너지회수를 재활용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명시하 다. 포장폐기물의 재활용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

도록 하고 있는데, 누가 재활용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다. 신규 EU포장지령에서는 2008년까지 포장폐기물 전체의 

60%를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는 2000년에 폐자동차 지령을 승인하 는데, 2002 7월 이후의 모든 신형

차량과 2007년 1월 이후의 모든 폐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폐자동차의 회수ㆍ처리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아울러 2003

년 7월 이후부터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

는데, 배터리에 사용되는 납 등 다른 적당한 대체물질이 없는 13개 품목에 대

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폐자동차 지령은 2005년에 개정되게 되는데, 그 방향

과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된 바는 없다.

  EU는 2002년 10월에 폐전자ㆍ전기기기의 폐기물을 축소하고 유해물질의 사용

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EU폐전자전기기기지령(WEEE)'과 ’유해물질사용규

제지령(ROHS)'을 승인한 바 있다. WEEE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독일에서의 강제예치금제도이다. DSD

는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폐기물의 회피(발생차단)를 위한 우선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것은 폐기물의 발생량 변화

에서도 입증된다. 그것은 독일에서의 도시폐기물이 1995년에 4,348만6,000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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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0년에는 4,409만4,000톤으로 증가하 으며, 생활계폐기물은 같은 기간동

안에 2,420만3,000톤에서 3,517만7,000톤으로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여

기에는 재사용 용기(병)가 감소하고 일회용 음료용기 등의 사용이 증가한 것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일회용 음료용기의 발생저감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 강제예치금 제도이다. 

     (3) 미국에서의 플라스틱 재활용동향 및 향후전망

  1986년 이후 미국내 플라스틱 재생업체수는 6배나 증가하 다. 이처럼 플라

스틱 재활용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중의 하나로 도시폐기물(Municipal 

Solids Waste :MSW)로부터 새로운 원료를 생산한다. 2003년에 2,685백만 파

운드의 플라스틱(1,511파운드의 플라스틱병 포함)이 재활용되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2000년에 재활용된 플라스틱 용기의 부피는 151천만 파

운드에 이르며, 이중 745백만 파운드가 HDPE이며, 758백만 파운드가 PET이

다. HDPE는 우유, 세제, 샴푸 포장용기로 사용되고 PET는 음료수, 물, 샐러

드 드레싱용기 등으로 쓰인다. HDPE와 PET는 생산된 플라스틱용기의 45%와 

50%를 차지했고, 그 용기들 중 50%와 49%가 재활용되었다. 1990년 이후 플

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은 6배나 증가하 고,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은 3배나 신

장하 다. 결과적으로 전체 플라스틱용기들 중 대략 23%가 2000년에 재활용

되었다. 최종 소비재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다루는 산업은 대략 1,700여 개에 

이르며, 52,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12,000여 개가 넘는 

단체가 재활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4) 일본의 재활용동향 및 향후전망

  일본의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정보는 지리적인 요인과 유사한 산업구조 등에 

의해서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는 상

당히 다른 산업인프라와 수요구조의 차이점이 있다.

  먼저 일본에는 다양한 개별 재활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 폐가전 리사이클법, 건설자재 리사이클법, 식품 리사이클법, 자동차 리사이

클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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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용기포장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기

술적으로는 재생원료 또는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MR(Material Recycle : 물질

재활용)이다. CR(Chemical Recycle : 원료화)로서 모노머화, 코로환원제, 코크

스로 화학원료화, 가스화, 그리고 유화를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에

너지를 회수하는 TR(Thermal Recycle : 에너지회수)에는 시멘트 킬른의 원료

화, 쓰레기발전, 보일러의 연료용도의 RDF(Refuse Derived Fuel)가 포함된다. 

그러나 일본의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서는 재료재활용, 가스화, 유화, 고로환원

제, 코크스로 화학원료화만이 재활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전 리사이클법에 의한 재활용실적과 인프라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1

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 4개 품목(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의 지정

인수장소에 있어서의 인수실적은 2001년도에 864만9,000대, 2002년도에 1,015

만대, 2003년도에는 1,046만2,00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위치

한 폐가전재활용 플랜트에서 인수실적은 2001년도에 837만3,000대 2002년도에 

1,016만1,000대, 2003년도에는 1,051만1,000대로 조사되었다. 인수실적 등을 보

면, 4개 품목 중에서 텔레비전의 인수량이 다른 품목에 비하여 약간 많게 나

타나고 있다. 2004년도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에 41개의 폐가전재활용 플랜트

가 가동되고 있다. 건설자재리사이클법과 관련한 일본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관련업계 등의 노력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이 대폭적으로 설치ㆍ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0

년 5월에 제정되어 2002년 5월30일부터 시행된 「건설자재리사이클법」에서 

재활용을 의무화한 것은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의 3개 품목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폐목재와 건설오니 및 건설혼합폐

기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라) 국내 재활용산업의 동향 및 전망

     (1) 폐플라스틱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고, 국민1인당 사용량도 세계 8위 

수준으로 대략 국민 1인당 연간 100 kg 정도의 플라스틱을 소모하고 있다. 플

라스틱은 일반 쓰레기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양이 많아 대략 매립 78.2%, 소각 

4.3%의 비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200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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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에 비중이 높은 매립의 

경우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첨가물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및 매립지 부족 등

으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대부분은 6종의 범용수지인데 발생량 순으로 HDPE(고 도폴

리에칠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치렌), PVC(폴리염화비닐), LDPE(저

도폴리에칠렌) 및 ABS가 있다. 이 중에서 ABS 수지는 감소 추세에 있고 

HDPE는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로는 분리선별, 재생원료화, 모노머회수, 오일회수, 열회수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되었다. 최근에는 모노머 및 오일회수 부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국내의 경우 촉매를 이용한 공정이 많이 연구되었고 BASF와 ROYCO 

Korea에서는 무촉매 열분해로 회수하는 공정을 상용화하 다.

     (2) 고철

  국내 철강산업은 IMF 이후에도 점진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철강

생산량의 약 40% 이상은 고철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생

산량의 60% 이상은 수입(철광석 및 고철)에 의존하고 있다. 고철은 품질을 안

정화시키고, 가공 및 수집과정의 규격화를 위하여 형상과 발생원별에 따라 공

업규격(KSD2101)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세성과 수집능력

의 현실적인 한계때문에 표준화를 통한 고철수집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고철품질향상을 위해 Cu와 Sn이 매우 낮은 고로 용선이나 직접

환원철로 희석하는 소극적 방법과 고철 중 Cu, Sn를 제거하는 적극적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3) 폐유리

  주로 유리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은 폐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판유리와 유리용

기이다. 무색유리의 대부분은 재이용되고 있지만 녹, 무색 등의 것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판유리 중에서 판재는 파쇄하여 유

리메이커에서 재활용되고 있지만 창유리로서 사용된 것은 회수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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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건축폐기물 중의 유리를 타일블록의 원료에 이용하고, 텔레비전

과 컴퓨터의 브라운관 및 형광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고 있다. 폐유리를 아스

팔트 포장용 기초골재로 이용하거나 고강도 초경량 골재의 제조 및 타일 및 

블록의 제조 등의 재활용기술이 실용화되었다. 또한 폐유리를 제올라이트 합

성에 원료로 사용하는 연구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4) 폐유

  폐유에는 폐윤활유, 폐압연유, 폐연소유, 폐용제 및 폐식용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재생이 가능한 폐유의 비중은 폐윤활유와 폐식용유가 가장 높다.

  윤활유는 오일유와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주입량의 70∼80%가량

이 폐기물로 발생한다. 이 중에 95%는 재생처리 업체를 통하여 재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폐윤활유를 이용한 연료유 제조, 강판 압연 폐유의 연

료화, Scum 폐유의 고효율 벽면 연소기술 등은 현재 실용화되었고, 폐식용유

를 이용한 연료화기술은 현재 Bio Diesel 등의 명칭으로 상용화 단계에 있다. 

폐식용유의 경우 폐기물의 회수부분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5) 폐종이

  국내의 고지 자급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종이류의 수요증가가 높아 많

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지의 지종별 수급실적에 있어서 국내 신문

지용 고지의 자급률이 절반에 불과한 반면 골판지 상자용 고지는 약 70%이상 

점하고 있으며, 종이 팩의 리싸이클링, 사무실 폐기 문서를 이용한 위생종이 

제조, 폐지를 이용한 펄프몰드, 고지를 이용한 경량 고강도 판넬, 고지에 플라

스틱을 배합한 성형품 개발 등의 기술이 실용화되어 있다.

     (6) 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50% 이상은 폐콘크리트이며 목재, 흙,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무기재료 등도 포함된다. 건설폐기물은 환경오염과 유해성이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작기때문에 발생한 상태로 직접 재활용하거나 비교적 간단한 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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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 재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재활용은 도로 기반재, 보조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

로 매립하고 있다.

     (7) 음식물 쓰레기

  현재 음식물 쓰레기량은 전체 쓰레기의 약 30%를 차지하며 년간 550만 톤 

이상으로 어림잡아 8조원 어치를 낭비하는 실정이다. 지역 자치 단체별로 음

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높은 수분과 염분

농도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은 주

로 발효제에 의존한 가정내 처리방식, 퇴비화, 사료화, 생물가스생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중에서 사료화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퇴비화의 경우 

염분농도 1%이하를 유지해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분을 제거한 후 염

분제거 공정없이 기준에 맞춘 퇴비를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사료화의 경우에

도 대상동물의 선호도문제가 있어서 짧은 시간내에 점유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비용의 분담주체 및 확보방안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8) 슬래그

  슬래그는 석회석이나 기타 성분이 고온에서 용융, 산화하여 산화물형태로 

응고된 것을 말하며 고로 슬래그, 제강 슬래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에서 고로 슬래그는 시멘트의 원료 및 첨가물로 재활용하거나 도로 기반재 및 

골재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좀더 높은 부가가치를 물질로 전환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슬래그는 냉각과정에 따라 매우 안정한 산화

물로 응고되므로 기반재가 아닌 건축재료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내의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동향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폐기물 최소화정책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폐

기물배출량도 감소하므로 폐기물발생과 유통경로에 관한 좀더 정확한 정보

를 구축해야한다. 둘째로, 폐기물자원화 정책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

활용제품의무구매제도,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등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셋째로, 폐기물의 관리 및 인프라의 기능강화이다. 마지막으로 OECD나 바젤

협약 등의 국제환경규제동향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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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의 전략적 추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청정생산의 

체계구축이며 이는 에코 효율성, 전과정평가, 폐기물최소화,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역과 연계되는 국제적인 규제동향에서 환

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

물 분양에서의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여 환경오염저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

에도 기여해야 하고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 재활용산업의 과제와 방향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

째, 대상폐기물 원료, 재활용공정, 재활용제품의 3박자가 원활히 가동되어야 

한다. 즉, 폐기물의 발생, 분리 및 수거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재활

용산업의 원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배출이 되고, 수

집이 되는지, 효과적인 물류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급선무

이다.

  일반 제조산업의 원료가 유상인 것에 비해 재활용산업에서는 무상으로도 가

능하므로, 제품생산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처리의 추가공정으로 

인한 비용상승을 최소로 해야 하는 어려움도 내재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정확

한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재처리공정이다. 전통적인 재활용은 신재료로 생산하

는 것에 비해 에너지절감과 오염물질배출 저감의 이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제품의 경량화, 슬림화와 동시에 복합소재 사용에 따라 재생공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좀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공정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2차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생산기술의 접목

도 필요하며 Eco-efficiency인 ‘produce more from less' 개념 역시 도입하여

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제품의 환경친화성, 경제성,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정확

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GR 인증마크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로서 의무구매와 품질보증보험 제도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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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산업분류와 연계하여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지 또는 특

화단지가 조성되어 현재와 같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한다. 한 예로 

일본 키타규슈에 있는 에코타운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재활용 공장, 실증연

구시설 등이 히비키나다 매립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산․학․관이 연계

되어 환경재활용 사업화를 위한 기초․실증연구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장기계획과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은 자원절약, 사회적 처리비용의 절

감, 2차 환경오염의 저감 등 사회적 편익으로 산업발전효과가 크다. 그러나 현

재 재활용산업이 규모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시장도 활성화되지 못

하는 등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 재활용 제품의 수요기반 및 재활용 

의식 확산으로 분리수거, 제품생산, 소비에 이르는 재활용 전과정이 원활이 움

직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원대책이 필요하다.

    바) 재활용산업의 향후전망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의 자료에 의하면 표8-7-10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세계의 환경산업시장은 2002년 5,560억 달러로 1998년부터 

3%대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6,070억 달러로 예측하

고 있다. 미국 38.6%, 일본 16.6%, 독일 11.0%로 이 3국이 세계시장의 2/3 가

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1년 58억 달러로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

하지만 성장률에서는 세계평균보다 높은 6.0%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내 환경산업시장은 2001년에는 77억 달러(9조

2,521억원)로 EBI와는 18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같은 차이는  

EBI가 환경산업시장을 협의로 해석한 한국은행의 환경오염방지 지출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 바이오산업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환경산업시장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중국 

등의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후자의 통계가 타

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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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환경산업은 EBI의 분류방식인 환경서비스업, 환경자원이용업, 환경설

비업이 강세를 보 으나, 1999년에 이후 약세이던 환경자원이용법의 시장성장

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2003년도에 자원재생

분야가 3조7,7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고형 및 유해폐기물 관리가 2조9,580억 

원으로 폐기물관련 시장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효율화

와 재활용, 청정생산 등과 관련된 환경시장이 새로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8-7-10>          세계 및 국내의 환경산업시장         (단위 :억 달러)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1∼2002

증가율

예상증가율

% 2005

미국 186.8 194.2 203.8 209.4 214.5 2.8% 2.4% 230.0

서유럽 148.2 152.3 157.8 160.8 165.0 2.6% 2.6% 178.2

일본 91.8 91.6 93.7 93.3 92.4 -1.0% 1% 95.8

한국,중국 등 
아시아

20.6 21.8 24.0 25.6 27.1 5.9% 9% 35.1

멕시코 2.4 2.5 2.8 2.8 2.9 5.0% 5% 3.4

중남미 8.2 8.2 8.6 8.8 9.3 5.7% 6% 11.1

캐나다 12.5 12.7 13.1 13.2 13.6 2.8% 2% 14.9

호주,뉴지랜드 8.0 8.2 8.4 8.6 8.8 1.8% 4% 9.9

중․동유럽 8.6 8.7 9.6 9.9 10.9 10% 11% 14.9

중동 6.1 6.3 6.8 7.0 7.4 5% 5% 8.5

아프리카 2.8 3.0 3.4 3.6 3.8 6% 7% 4.6

합계 496.0 510.0 532.0 543.0 556.0 2.3% 3% 607.0

 자료: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2003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환경산업시장의 규모는 2003

년 12조5,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31조7,550억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14.2%

에 달하는 비교적 높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자원이용업의 성장률은 

16.5%로 높고, 환경설비업은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2010년까지 10.6%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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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7-11>             국내 환경산업시장의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10년 연평균 성장률(%)

환경서비스업 53,440 57,890 136,390 14.3

환경자원이용업 40,650 44,670 118,540 16.5

환경설비업 30,910 33,540 62,620 10.6

합계 125,000 136,100 317,550 14.2

자료: 박종식․김태용, 무한한 가능성 환경산업, 삼성경제연구소, 2001.

  2002년 말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분류되는 515개의 허가업체와 재활용 신고

업체 2,108개가 가동되었다. 이중에는 지정폐기물 가동업체가 328개소, 이반 폐

기물 재활용업체가 2,147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7∼9%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

러나 이 증가폭은 1999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폐기물 재활용실적을 보면 재활용 폐기물량은 2,700만톤 이며 이

중 지정폐기물은 200만톤, 일반폐기물은 2,500만톤이며 이중 93%가 일반폐기

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제품 판매량은 지정폐기물이 158만톤, 2,800억원

이고 일반폐기물이 4,460만톤, 3조4,400억원으로 총 4,600여만톤, 3조7,000억원

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지정폐기물 재활용 제품은 유해물질의 

제거로 중량이 감소한 반면, 일반폐기물은 물질첨가로 중량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 배출, 총 질소 및 인의 규제 등 환경법규가 강화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보다는 재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아직도 재활용업체가 세성, 소규모, 비위생적인 산업형태로 유지되

기 때문에 대기, 수질, 토양 등에 대한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하

지만 최근 들어 총 질소, 인 규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재활용업자의 입지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단순재활용 

기술로는 자동화, 대규모화 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으므로 에너지 저소비 공

정개발, 청정생산기술과 환경친화적제품 제조를 접목시키지 않을 수 없다. 현

재 정부에서는 범부처적인 정부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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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

회구축에 동참하는 재활용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2) 재활용산업의 표준화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경제 통합에 발을 맞추어 세계는 이제 하나의 시장

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동일한 국제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표준의 선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분야에서 표준이 

기술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표준을 시장 확

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에 향을 받고 

있어 선진 각국은 표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국시장을 방어하는 방벽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국에 유리한 국제표준을 준수토

록 함으로써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안전, 환경보호, 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를 국제표준에 반 하여 규제하고 있다.

  표준화의 목적으로는 제품 및 업무행위의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관계자간

의 의사소통 개선, 전체적인 경제성, 안전건강 및 생명의 보호, 소비자 및 작

업자의 이익보호, 현장 및 사무실 자동화기여 등이 있으며, 표준화의 효과로는 

품질의 향상 및 균일성 유지, 생산능률 증진과 생산원가절감 및 부품의 호환

성 증가, 인력과 자재 절약, 종업원의 교육훈련 용이, 작업 능률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

으나 재활용산업은 신 재료로 생산하는 공정보다는 폐자원을 선별분리장치 등

을 이용하여 전처리 공정을 거쳐 다시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주요한 실정

이다. 하지만 다시 사용되어짐으로써 초기 제품의 품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재활용제품의 경우 품질공정표준화 등 선행하여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동 산업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외의 경우 벼려진 자원의 선별방법과 원료를 조성하는 재활용 공정 기술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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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분리 배출 및 포장의 재활용에 관한 Guide-line이 설정되어 있다.

  그 예로 독일의 경우 DIN 6120(Marketing of packing materials and packages 

for reclaiming and recycling)의 규격이 있고, 미국의 경우 ASTM D 5033-90(재

생플라스틱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지침)외 동기술과 관련된 13건의 규격이 있

으며, 일본의 경우 JIS K 6329(재생 타이어)외 동 기술에 관한 20건의 재활용

표준화 규격이 제정되어 있다.

  그 외 폐기물을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열적 재활용에 

대해서는 각국이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고형연료 (RDF : Refuse 

Derived Fuel)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실 예로 일본의 

경우 JIS(TR: Technical Report) 7302-1∼10 RDF 시험방법이, 미국의 경우 

ASTM STP 832 RDF의 분류 방법이, 이태리의 경우 RDF 제품의 품질기준

이 분류되어 있으며, 국내 관련법규에는 폐기물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있다. 

  반면 국내 재활용규격의 경우 KS에서 규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제

품의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GR인증품질규격을 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KS규격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것을 국제규격에 맞추어 추진

할 예정에 있다.

4. 수소에너지
 가.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 에너지원의 확보는 경제 및 산업발달에 필수적인 핵심 요

소이며 에너지원의 중요성은 에너지의 소비량의 급속한 증가와 화석연료의 가

채량 한계의 가시화에 의해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6위권의 에너지 다소

비 국가이며 에너지소비의 약 97%, GDP의 8.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

너지원의 확보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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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에너지는 지역 편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에너

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해 그리고 21세기 막대한 에너지기술 시장확보를 위해 

세계 각 국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에너지자원 빈국에서 21세기 에너지기술 강국으로 도약하여 안정된 에너지

원의 확보 및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모색하고 있

는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함

  최근 화석에너지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급증하는 온실가스배출은 심각한 기후변화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1997년 12월 주요 선진국들은 Kyoto에서 2008∼2012년까지 CO2를 1990

년 대비 EU 회원국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삭감할 것을 골자로 하

는 의정서를 채택하 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이에 대

한 대비가 시급함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무공해 청정에너지

인 연료전지, 수소저장 및 운반기술 등 수소에너지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 

  우리는 현재 에너지경제구도 자체가 화석에너지로부터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범 지구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변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적응

에 뒤떨어지면 지난 세기에 이어 앞으로도 에너지 측면에서 선진국에 종속된 

구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조, 저장, 이용 등의 3대 핵심기술개발과 보

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에도 조만간 도입될 것을 예상하여 수소

기술에 대한 기준마련과 국내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기틀을 마련이 시급함

  이를 위하여 1995년 WTO/TBT(국제무역기구 무역장벽에 대한 협정) 발효 

이후 ISO/TC197(수소에너지 기술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소

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10개의 WG(작업반)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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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현재 13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향후 2010년을 전후로 적용

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적용과 

기술개발을 위해 제조, 저장 및 이용기술에 대한 기준 및 표준화연구가 필요

한 시점임.

 나. 기술 및 시장동향

   1) 수소 제조

    가) 기술동향

     (1) 국외

  ㅇ 미국 : 에너지성의 주도로 국가적인 수소제조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음 (Hydrogen, Fuel Cells & Infrastructure Technology 

Program의 일부분과 Fossil Energy 및 Nuclear Energy Program

의 일부). 기술개발 목표는 자국내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저가, 고효율의 수소제조기술 개발임. 

2004년 수소  제조분야 총예산은 3천8백만 달러로 석탄원료 수소

($5백만), 원자력수소($4백만), 천연가스 원료 수소($12백만), 대

체에너지이용수소($17백만)기술로 구성되어 있음 

  ㅇ 일본 : ·3단계 WE-NET Program(World Energy Network)의 일부로 

2004년부터 수소 제조기술의 개발이 진행중임. Japan Hydrogen 

and Fuel Cell Demo Program 등으로 18기의 수소충진스테이

션이 설치/운전중임

  ㅇ 유럽 : 각국이 독자적 또는 연합(Framework Program)으로 수소제조 기

술의 개발을 진행중임. 데모프로그램으로 10대의 연료전지버스의 

수소충진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운전중임(CUTE/Ectos) 

     (2) 국내 

  ㅇ 산업자원부는 1992년부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수소에너지

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 2004년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기

술개발과 보급을 병행하는 사업을 시작하 으며,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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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전지 표준화사업단(한국정 화학공업진흥

회)이 발족되었음

  ㅇ 과학기술부는 국가 중점연구 개발사업으로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기술 

개발사업을 2000년부터 3년간 수행하 음. 후속으로 2003년 고효율 수소

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 사업단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이 출범

하 으며, 주요내용은 천연가스 이용 수소충진 스테이션 기술과 자연에

너지 이용 수소제조기술(생물학적 수소제조, 광화학적 수소제조, 열화학

적 수소제조, 저온/고온형수전해 기술)의 개발임

  ㅇ ·아울러 2004년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이 차세대 고온원자로 

및 열화학적 수소제조 기술개발을 내용으로 시작되었음 

    나) 시장동향 

     (1) 국외 

  ㅇ 전 세계 수소생산량은 연간 약 5천만톤이며 대부분이 암모니아, 메탄올 

등 화학원료의 제조와 석유정제 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음

  ㅇ 전 세계적으로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연료 충진용도로 87개의 수소충진 

스테이션이 데모 운 중에 있음(2004년 5월현재) 

  ㅇ 2004년 300억불 수소시장이 2012년 800억불로 증가가 예상되고 수소시장

은 계속 커져 <표8-7-12>와 같이 2020년에는 지금의 약 5배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보임

<표8-7-12>                국외 수소시장 규모 전망 
구분 2004년 2007년 2012년 2020년

국외 4천5백만톤 6천만톤 1억2천만톤 2억1천만톤

     (2) 국내 

  ㅇ 울산, 여수 및 대산 등의 30여개 정유, 제철 및 화학회사에서 제조되는 

국내의 수소 생산량은 연간 56만톤으로 약1조원의 시장규모임. 정유공장

에서는 주로 납사를 원료로 수증기 개질법에 의해 수소를 제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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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만톤). 제철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COG(coke oven gas)에 

포함된 수소를 PSA 공정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 (연4천톤). 우리나

라 수소생산원료 및 능력을 <표8-7-13> 및 <표8-7-14> 에 나타냈다.

<표8-7-13>           2004년도 수소생산 원료 및 능력
                                                 (단위 :만톤)

업체명 원료공급처 제조방식 생산능력

덕양에너젠

삼성BP화학 Naphtha 5

SK 〃 5

삼성정 화학 〃 3

태광산업 〃 15

삼성종합화학 LPG 3

현대석유화학 Naphtha 4

한화석유화학 SM공정 5

소계 40

비오씨

가스코리아

포항제철 Cokes 1

현대석유화학 Naphtha 8

소계 9

SPG산업

삼성BP화학 Naphtha 2

이수화학 탈수소 1

효성T&C LPG 1

동진쎄미켐 소금물분해 1

LG화학 벙커-C유 1

백광산업 소금물분해 1

소계 7

총계 56

  ㅇ 대부분의 수소(82%)는 정유공장 및 제철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

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약 18%가 외부로 판매되어 (연 10

만톤) 반도체/재료산업, 전자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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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7-14>                 국내 수소 생산량 전망 
구 분 2003년 2007년 2012년 2020년 

국 내 50만톤 70만톤 110만톤 538만톤

   2) 수소저장

    가) 기술동향 

     (1) 국외 

      (가) 압축기체 수소저장 

  ㅇ 차량 탑재용과 같은 이동형 연료용기에 대해서는 연비와 주행거리 향상

을 위해 경량화를 위한 재료개발과 차량탑재의 융통성을 위해 철강용기

보다 물성이 훨씬 우수한 섬유로 보강된 FRP 용기가 사용되어 가고 있

는 실정임

  ㅇ 대부분의 회사들은 알루미늄/철강 라이너에 섬유로 감은 복합재료 고압

용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압력은 3000∼3600 psi에서 사용

되고 있음

  ㅇ 압축수소저장용 고압용기 개발의 최종목표는 700 bar를 견디는 용기 무

게가 110 kg이 되는(용기 무게 당 수소저장 부피는 0.70 m
3
/kg에 해당) 

재료 개발에 있음. 그러나 압축기체 수소저장은 액체수소저장에 비해 저

장효율이 3배정도 낮음 

      (나) 액체수소저장 

  ㅇ 액체수소 저장기술은 저장효율면에서 압축기체 수소저장 보다도 3배정도 

크나 저장한 수소에너지의 40%정도가 수소 저장에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ㅇ 미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액체수소를 수송기계의 추진용 연료로 사

용하기 시작하 으며, 미국과 러시아간에 우주개발의 경쟁과 함께 수소

의 대량액화, 저장 및 이송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음 

  ㅇ 수소자동차 연료용 액체수소에 관한 연구 및 연료전지용 액체수소저장용

기에 관한 연구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및 UCLA에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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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는 GM 및 Ford 자동차회사에서 상용화

가 추진되고 있음 

  ㅇ 독일의 경우, 4 ton/day급 수소액화플랜트가 운전되고 있으며 Benz, BMW, 

Stuttgart University를 중심으로 수소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하여 액체수

소의 액화, 저장 및 연료 공급용 이송장치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고, 액체

수소 연료탱크를 장착한 시내버스와 승용차의 시작품이 개발되어 시험운

전되고 있는 실정임

      (다)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한 수소저장 

  ㅇ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수소저장합금에 대한 연구를 197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수소저장합금을 이

용한 전지를 상용화함으로써 약3억개 이상의 수소저장 합금전지를 생산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니켈/수소저장합금 전지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음

  ㅇ 경제성문제로 상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수소저장, 히트펌프 등의 분야에

서도 실증규모의 플랜트를 수차례 제작함으로써 기술적인 준비를 갖추

고 있으며, 수소 저장합금에 관련된 벤처회사들이 설립되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라) 탄소나노재료를 이용한 수소저장 

  ㅇ NREL에서는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성장에 대한 연구

를 하고 있으며, 성장기구의 이해 및 CVD 성장의 스케일 업과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개발 

  ㅇ 탄소나노재료에 금속 도핑은 높은 수소저장량을 가지고 안정화된 가역 

사이클을 가지는 생산단가가 낮은 수소저장재료 개발이 궁극적인 목적 

  ㅇ 미국의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Caltech)에서 단일벽 탄소 나

노튜브의 수소 흡착분야에 대한 실험결과, 나노튜브에 8 wt%의 많은 양

의 수소가 흡착되었으나 77K, 70bar에서 저장된 것이어서 이를 공학적으

로 응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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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화학수소화물 

  ㅇ Ti나 Zr로 도핑된 sodium aluminum hydride(NaAlH4)에 대한 개발이 중

점적으로 수행. 이는 100℃ 정도로 낮은 온도에서 빠른 탈수소화가 일어

나고 15분이내에 재수소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탈수소화/재수소화를 통

하여 4.5 wt%의 수소를 반복적으로 흡․탈착시킬 수 있음

     (2) 국내 

      (가) 고압기체 수소저장 

  ㅇ 정지형 철강 고압용기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실험용이나 

특수용기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왔음 

  ㅇ 자동차용 연료용기는 고압용기로서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복합재료

용기 개발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화이바가 공동

으로 천연가스 자동차용으로 알루미늄 라이너에 유리(또는 탄소)섬유로 

보강한 고압용기를 40 L와 트럭, 버스용 80 L를 개발 완료  하 음

      (나) 액체수소저장 

  ㅇ KIST에서는 1996년-1998년에 수소액화 및 저장시스템 개발과제를 수행

하여 소형 수소액화시스템(0.5 liter/hr급) 및 5.5 liter 급의 액체수소 저

장용기를 개발하 음. 2000년부터 한국가스공사가 주관을 하여 액체수소

저장의 상업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다)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한 수소저장 

  ㅇ 국내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초기술에 치중되어 있음. 

기업체의 연구는 수소저장합금에 연구를 수행하 던 덕양에너젠 및 전

기자동차용 니켈/수소 저장합금 전지의 경원산업 등이 있음

      (라) 탄소나노재료를 이용한 수소저장 

  ㅇ 탄소나노재료에 수소저장 상용화를 위해서 수소저장에 유리한 구조를 찾

는 연구와 나노재료의 대량생산 및 고순도를 갖는 정제기술 개발, 수소

저장기구 규명 및 표면처리 및 도핑 등을 통한 수소저장량 향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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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 중이나 저장 후의 탄소나노재료 물성 변화 등의 연구 수행 중

에 있음

  ㅇ 한국에너지기술원, 전북대학교, KIST, 성균관대 등 여러 곳에서 탄소나

노 구조체를 이용한 수소저장 연구 진행중 

    나) 시장동향 

     (1) 국외시장 

  ㅇ 장차 정지형 및 수송용 연료전지의 수소 저장재료 및 시스템 시장이 막

대할 것으로 예측. 수소저장합금은 휴대폰이나 휴대용 노트북의 Ni/MH 

전지 음극 재료 시장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음

     (2) 국내시장 

  ㅇ 국내수소 생산량은 연간 56만 톤에 이르면 대부분이 정유공장에서 자체

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2%이하가 제철산업, 반도체/전자산업 등

에 사용되고 매년 5-10%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3) 수소 인프라(스테이션)

    가) 기술동향 

      (1) 국외 

  ㅇ 미국

     DOE 산하의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시범사

업  project 등 산․학․연이 정부과제의 일환으로 기존의 천연가스 인프

라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2005

년까지 20∼100 Nm3/h급 자동차용, 산업용 정치형 수소 생산 시스템 및 

50 Nm
3
/h급 상업용 수소공급 station 등의 설계기술 개발 및 실증 실험

을 목표로 기술개발 중에 있음

  ㅇ 일본

     수소의 분산형 이용기술에 연구개발의 초점을 맞추고, NEDO의 WE-NET(World 

Energy Network) project 및 JHFC Project(Japan Hydrogen & Fuel 

Cell Demonstration Projct, 일본 수소/연료전지 실용화 프로젝트)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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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소제조기술, 수소 저장기술, 수소공급 station의 실증에 관한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연료별 천연가스, LPG, 등유, 탈황가솔린, 납사 

등의 on-site 개질형, 물 전지분해형, 부생가스형 off-site 수소 제조 등

의 30∼50 Nm
3
/h급 수소공급station 10여 개를 설치하여 신뢰성 및 안전

기술 확보차원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중임

  ㅇ EU

     유럽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Project를 수행중에 있으나, 대표적으

로 연료전지 버스를 운 하기 위한 CUTE(clean Urban Transport for 

Europe) 프로그램에 18.5million 유로를 투자하여 진행 중이다. 9개도시

(런던,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에서 30여대의 Bus를 운 하

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소 공급  station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생 수

소 이용방식, 천연가스 & 메탄올 수증기 개질방식, 대체에너지(풍력, 태

양광, 지열, 수력 등)를 활용한 물 전기분해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수소 

공급 station을 시도 중이며 2003년부터 실증 시험을 진행중임

     (2) 국내

  ㅇ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방식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을 중심으로 기초/소

규모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수소 공급 station용으로 연구 및 개발은 

아직 없으며, 유사한 기술 개발의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현

대자동차는 2001년 압축 수소를 이용한 간이 수소공급station을 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운 하고 있음

  ㅇ 수소공급 Station의 국내 기술개발실적은 없으나, 일부 기술은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경쟁력 및 신뢰성, 그리

고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핵심요소 기술별 2∼3년 이상

의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수소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신뢰성과 기술안전 확보를 위해 시범운전을 통

해서 기술개선을 계속할 예정이고, 수소산업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시기로 

예측되는 2010∼2020년에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약 50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실용화규모(수소생산 기준 약 300Nm3/h)의 수소공급 station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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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장동향 

     (1) 국외 

  ㅇ 미국 부시행정부는 에너지안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의 개발․보급을 강력히 추진

    - 2010년까지 총 판매 자동차의 25%를 수소이용 자동차로 보급

    - 2020년까지 일반자동차와 가격.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

    - 203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수소로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

    - 2010년까지, 분산형 수소제조설비의 제조 cost 저감 : $1.5/kg (천연가

스, 액체연료) 

    - 2010년까지, 수소스테이션 내의 수소취급 단가를 $0.6/kg까지 저감할 

수 있도록 수소 취급기술을 개발함 

  ㅇ 일본은 연료전지기술의 실용화를 선도하고 해외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

으며, JHFC(Japan Hydrogen & Fuel Cell Demonstration)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연료의 개질에 의한 수소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범운전하고 

있음 

    - 2004년 연료전지 자동차 시판, 11개의 수소스테이션 시범설치 

    - 2010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5만대, 2020년 5백만대 보급 

    - 2010년까지 가정용 연료전지 120만kW(약 40만가구), 건물용 연료전지 

90만kW 공급목표 설정

  ㅇ 아이슬란드는 2015년까지 석유 소비를 전부 대체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임 

     (2) 국내 

  ㅇ 국내의 경우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닌 자체 석유화학 공정용 또는 화학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ㅇ 대표적인 국내 수소유통업체(공급업체)로서는 덕양에너젠, SPG산업, 

BOC가스 코리아가 있으며 2002년 현재 유통량(판매량)은 이들 3사를 합칠 

경우 22,500Nm3/hr에 달하고 있음 

  ㅇ 국내에서의 수소유통량은 파이프라인으로 56%, 카트리지로 44%의 양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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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으며 정제수소의 공급가능량은 현재 시간당 2만2천 Nm
3
 규모임

 다. 표준화

   1) 추진의 배경 

  ㅇ 거의 모든 국가는 개발되고 있는 상품 혹은 시스템의 안전성, 성능,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 및 표준제도를 갖추고 있으

며, 수소․연료전지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음 

  ㅇ 수소는 화학원료로서 제반 특성이 잘 알려져 있으나, 에너지 매체

(energy carrier)로서 특히 상업적 규모로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 및 표준제정이 필요함 

  ㅇ 수소 및 연료전지에 대한 법규 및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 관

련 상품이나 시스템을 상용화하거나 심지어 시범실증 사업에도 큰 걸림

돌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관련법규 및 표준 제정은 필수적임 

  ㅇ 또한, 최근 시장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의 법규 및 표준을 국제 공

통화하는 노력이 선진국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시장 경

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우리의 법규 및 표준을 정비하여 국제화에 적극적

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2) 국내외 동향 

    가) 국외 동향 

     (1) ISO/TC197(수소에너지)

  ㅇ 수소분야는 ISO/TC 197(Hydrogen technologies)를 중심으로 수소의 생

산, 저장, 측정, 이용에 관한 장치 및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ㅇ ISO/TC197은 1990년에 걸립되어 회원국은 29개국으로 정회원 16개국과 

준회원 1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1년에 정회원으로 가입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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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멤버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O-멤버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체코, 헝가리, 인도, 자메이카, 세르비아, 스페인, 태국, 터키, 우크

라이나, 국

  ㅇ ISO/TC197은 액화수소, 가스수소 및 수소연료 등의 수소제조 및 제품에 

대한 분야, 수소저장분야, 수소스테이션 등 수소관련부품분야 등으로 10

개의 작업반(WG)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 작업반에서 작업중인 프로젝트 

및 규격 12개가 진행중에 있으며, 발행된 국제 규격은 3개가 있음.

작업반(WG) 현황

의장국 명   칭 비고

WG 1  캐나다(SCC)  액화수소 - 도로용 자동차용 연료탱크  

WG 4 독일(DIN)  공항 수소 연료 주입 설비

WG 5 캐나다(SCC)  가스수소 - 도로 차량 연료주입 연결장치

WG 6 캐나다(SCC)  가스 수소 및 수소 혼합물 - 차량용 연료탱크

WG 7 독일(DIN)  수소 시스템 안전을 위한 기본 검토 사항

WG 8 캐나다(SCC)  수중 전기분해 처리를 이용한 수소 발생기

WG 9 네덜란드(NEN)  연료 처리 기술을 이용한 수소 발생기

WG 10 미국(ANSI)
 운송가능한 가스 저장 장치 - 양면 금속 수소화

물에 흡수되는 수소

WG 11 캐나다(SCC)  가스 수소 - 충전소  

WG 12 일본(JISC)  수소 연료 - 제품 생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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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규격현황

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  ISO/AWI 16110
 Hydrogen generators using fuel processing technologies

 (연료 처리 기술을 이용한 수소 발전기)

"  ISO/AWI 16111

 Transportable gas storage devices - Hydrogen absorbed in 

reversible metal hydride(운송 가능한 가스 저장 장치 - 가역 

금속 수소화물에 흡수된 수소)

"  ISO/AWI TS 20012  Gaseous hydrogen - Service stations(수소 가스 - 충전소)

CD  ISO/CD 22734
 Hydrogen generators using water electrolysis process(수중 전

기분해 처리를 이용한 수소 발전기)

DIS  ISO/DIS 13985.3
 Liquid hydrogen - Land vehicle fuel tanks(액체 수소 - 도로 자

동차 연료 탱크)

"  ISO/PRF PAS 15594  Airport hydrogen fuelling facility(항공기 수소 연료 주입 장치)

DIS ISO/DIS 15869-1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 - Land vehicle fuel 

tank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수소 가스 및 수소 혼합

물 - 도로 차량 연료탱크 - 제1부: 일반요건)

" ISO/DIS 15869-2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 - Land vehicle fuel 

tanks -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etal tanks(Type 

1)(수소 가스 및 수소 혼합물 - 도로 차량 연료탱크 - 제2부: 

금속 탱크에 대한 특별요건(유형1)

" ISO/DIS 15869-3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 - Land vehicle fuel 

tanks - Part 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hoop-wrapped 

composite tanks with metal liner(Type 2) (수소 가스 및 수소 

혼합물 - 도로 차량 연료탱크 - 제3부: 금속 라이너가 부착된 테

두리-포장 부품에 대한 요건(유형 2)

" ISO/DIS 15869-4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 - Land vehicle fuel 

tanks - Part 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ully wrapped 

composite tanks with metal liner(Type 3) (수소 가스 및 수소 혼

합물 - 도로 차량 연료탱크 - 제4부: 금속 라이너가 부착된 전체 

포장 부품에 대한 요건(유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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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중인 규격현황

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DIS ISO/DIS 15869-5

 Gaseous hydrogen and hydrogen blends - Land vehicle fuel tanks 

- Part 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ully wrapped composite 

tanks with non-metallic liner(Type 4) (수소 가스 및 수소 혼합물 - 

도로 차량 연료탱크 - 제5부: 비금속 라이너가 부착된 전체 포장 부품

에 대한 요건(유형 4)

" ISO/DIS 17268
 Compressed hydrogen surface vehicle refuelling connection devices

(수송 자동차용 압축수소 연료주입연결장치)

ISO 13984
 Liquid hydrogen -- Land vehicle fuelling system interface (액화수

소 - 도로 차량용 연료주입 시스템 인터페이스)

" ISO 14687  Hydrogen fuel -- Product specification (수소연료 - 제품 규정)

" ISO/TR 15916
 Basic considerations for the safety of hydrogen systems(수소 시스

템의 안전을 위한 기본 검토 사항) 

    나) 국내동향

  ㅇ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쉽(IPHE)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표

준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의 기술수준동향 및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ISO/TC197에서 활동중인 작업반(WG)에

서 우리 산업에 향을 크게 미치는 WG6(가스수소 및 수소화합물-차량

용연료탱크), WG8(물전기분해공정을 이용하는 수소발생기), WG9(연료

공정기술을 이용하는 수소발생기), WG11(가스수소-충전소) 및 WG12(수

소연료-생산규정)등 6개 작업반에 전문가들을 추천하여 활동중에 있음

  ㅇ 수소․연료전지 표준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ISO/TC197 

(수소에너지) 국내간사 기관을 한국정 화학공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수소․연료전지 표준화 5개년 계획

분  야 계
년차별 계획

'04 '05 '06 '07 '08

수소․연료전지 33 2 7
8

(1)

9

(2)

7

(2)

※ (  )는 국제규격 제안규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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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국가표준화 전략추진 ('04 - '08)

     ․도입기(‘04-’05) : 기제정 국제표준의 국가표준화 추진 9종

     ․성장기(‘06-’07) : 제정단계의 국제표준에 의견반 을 통하여 국제 표준

완료와 동시에 국가표준화 추진 17종

     ․성숙기(‘06-’08) : 국제표준 제안을 위한 국가표준화 추진 7종

    - 제안기술을 반 할 WG5개 이상 신설 및 Project Leader 수임

  ㅇ 일본 요꼬하마(`04. 6. 30 ∼ 7. 2)에서 개최되는 한국대표단(8명)이 참가

하여 WG1 등 6개작업반에서 진행 중인 국제규격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제시하 으며 미국(팜스프링)에서 개최될 2007년도 총회를 한국에서 개

최키로 잠정합의 하 음

  ㅇ ISO/TC197에서 검토중인 국제규격(안) 19종을 검토하여 회신하 으며 

국제규격으로 제정된 ISO 13984(액체수소-육상차량 연료공급 시스템 인

터페이스)와 ISO 14687(수소연료-제품규정)을 KS규격으로 일치화 시켜 

제정하 음

5. 원자력․풍력
 가. 원자력산업

   1) 개요

  오늘날 원자력이 전력을 비롯하여 의학과 농업 그리고 첨단산업분야에 이르

기까지 널리 이용됨으로써, 인류문명의 발달과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오

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원자력발전은 석유대체 에너지원으로 세계 전체 

발전량의 17%를 공급하여 전력의 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에 의한 이

산화탄소의 배출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지구환경의 보전에도 크게 이바지하

고 있다.

〈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발전원별 원자력 석  유 석  탄 LNG
CO2 배출량
(g/kWh)

9 689 860 460

* 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구결과(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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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은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분야뿐만 아니라 비발전부문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비발전분야로서 방사선기술(RT : Radiation Technology)을 들 

수 있으며, 방사선기술의 이용은 의료복지의 획기적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다. 즉, 방사선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 및 치료에 광범

위하게 이용되며, 방사선진단은 현대 임상 의학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양

전자방출 단층촬 술(PET), 방사성 의약품, 양성자 가속기 등 원자력의 의학

적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기술은 의료, 공업, 농업, 생명공학, 환경분야 등에서 국가 산업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X선 건강진단, 비파괴검사, 농산물 품종개량, 

의료기기 멸균 등 예전부터 활용되던 기술분야로부터 환경 오폐수정화, 생체

피부조직은행, 퇴적물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이동경로조사 등 방사선의 특성을 

활용하는 첨단기술분야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 원전산업의 특성 및 현황

  원자력발전은 타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며, 발전원가 중 연

료비 비중이 낮아 해외 에너지가격 변동에 안정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원별 정산단가 비교(원/㎾h) >

      원자력      석  탄      석  유      LNG      수  력 

       39.75      42.16        75.05      81.52      57.43

  ※ ‘03년도 정산단가 기준

  또한, 원전산업은 전기․기계․토목․화공․전산․제어계측 등 각종 기술분

야가 집약된 종합산업으로 관련산업체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추진되어 연관산

업의 파급효과도 큰 산업이다.

  국내원자력발전 시설은 고리(4기), 광(6기), 울진(5기), 월성(4기) 등 4개 

본부에 총 19기, 설비용량 1,672만kW로 세계 6위 규모로써, 국내 총 발전설비

의 28.6%, 총 발전량의 39.1%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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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5년까지 9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울진 6호기를 

건설중이며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의 원전 건설을 준비

중이다. 

    나) 원자력안전 관련 부처별 담당업무

  ㅇ 과학기술부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에 

대한 안전규제

  ㅇ 산업자원부 : 장기전원개발정책에 의한 전력사업 및 전기설비에 대한 업무

  ㅇ 환  경  부 : 원자력시설의 방사선환경 향평가를 제외한 일반환경  

향평가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 업무

  ㅇ 보건복지부 :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2) 국내외 산업동향

  선진국에서는 ‘80년대 이후 반핵 향으로 원전의 건설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최근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으며, ‘79

년 이후 원전건설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키로 정책을 

변경(’01.5)하 고, 현재 운 중인 원전 26기의 수명연장(40년→60년)을 허가하

는 등 있어 기존 원전의 활용도도 적극 제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선의 의료, 농업, 공업분야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세계시장 규모가 2000년 약 99.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500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가속기 기술개발 및 응용

은 생명과학, 신소재개발, 방사성 폐기물처리 등 미래 과학기술의 필수 기반으

로 인식되는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환경․시민단체들의 반핵운동 확산 및 지역주의 등으로 

원전입지확보 및 건설․운 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난 해 부안사태를 

계기로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전

의 일상적인 사고나 고장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원전반대 및 지역요구사항

과 연계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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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준화

    가) ISO 및 IEC 표준화

  ㅇ 원자력관련 국제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TC 45(원자력계측기

기)와 ISO TC85(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 IAEA, ICRP 등과 협력하에 

원자력분야 국제표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있음.

※ 연계회원기구: 

-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는 1957년 설립된 UN의 산

하기관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핵안전환경보호기준 설립, 

기술협력,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함.

- ICRP(International Co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1928년 

설립되어 방사선 방호에 대한 권고 및 자문역할을 하며, 방사선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있음.

- ICRU(International Comission on Radiation Units and Measurements Inc.국제방사선단위

측정위원회)는 1925년 설립되어 방사선 및 방사선의 단위 및 양에 대한 권고를 제정하며, 

측정 절차 및 측정에 필요한 물리적 데이터를 제공

  ㅇ ISO는 TC85에서 원자력 에너지분야, IEC는 TC45에서 원자력 계측 분

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총 292종의 규격을 보유하고 있다.

    - ISO : 136종

     ․TC82(원자력에너지) : 37종

     ․SC82/2(방사선 방호) : 51종

     ․SC82/5(핵연료기술) : 48종

     ․SC82/6(원자로기술) :  0종

    - IEC : 156종

     ․TC45(원자력계측기기)   : 58종

     ․SC45A(원자력설비의 계측 및 제어) : 55종

     ․SC45B(방사선 방호장치) : 43종

    나) IEC 원자력 계측기기 기술분과위원회

  ㅇ IEC/TC45 : 원자력 계측기기(Nuclear instr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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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화 범위:

     ․ 원자력에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측정기기와 전기․전자장치에 관한 국

제표준을 제정

    - 간사국(Secretariat) : 러시아

    - 의  장(Chairman) : Mr. Richard SCHOMBERG (프)

    - 간  사(Secretary) : Mr. Sergei SHUMOV (러)

    - 회원현황 : 32개국( P-멤버: 18, O-멤버: 14)

P-멤버
 벨기에, 캐나다, 중국, 체코,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국, 미국

O-멤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덴마크, 인도, 네덜란

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 조직 : 3개의 작업반(WG), 2개의 분과위원회(SC)로 구성

구분 간사국(컨비너) 명   칭

WG 1  프랑스(Mr. Hugues Serviere)  분류 - 용어

WG 6 미국(Mr. J.R. Dukes)
 이온 방사선원의 이용을 위한 측정 장

비 및 시스템

WG 9 미국(Mr. Michael P. Unterweger)  감지기 및 시스템

  ㅇ IEC/TC45 SC45A : 원자력 설비의 계측 및 제어(Instrumentation and 

control of nuclear facilities)

    - 표준화범위: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대한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

자력에너지 발전설비(원자력발전소, 연료처리 및 가공공장, 핵연료 및 

폐기물의 최종처리)의 계측 및 제어(I&C)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관련 시스템, 전기 및 전자기능의 적용을 위한 표준을 제정함.

    - 간사국(Secretariat)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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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장(Chairman) : Mr. Ernesto A. CORTE (미)

    - 간  사(Secretary) : Monsieur Jean-Paul BOUARD (프)

    - 회원현황 : 30개국( P-멤버: 19, O-멤버: 11)

P-멤버
 벨기에, 캐나다, 중국, 체코,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

본,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국, 미국

O-멤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덴마크, 인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

웨이, 폴란드, 세르비아, 스페인

    - 조직 : 7개의 작업반(WG)으로 구성

구분 간사국(컨비너) 명   칭

WGA 2  프랑스(Jean-Pierre Burel)  센서 및 측정 기술

WGA 3 독일(Manfred Kersken)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련 컴퓨터

WGA 5 스웨덴(Frigyes REeisch)  특별 공정 측정 및 방사선 모니터링

WGA 7 국(David Curtis)  원자로 안전 시스템내의 전기장치

WGA 8  일본(Yushi Fujita)  제어실

WGA 9  캐나다(Edward Quinn)  조작 시스템

WGA 10  미국(Clark Artaud)  NPP에서 I&C 시스템의 현대화 및 최신화

  ㅇ IEC/TC45 SC45B : 방사선 방호장치(Radiation protection Instrumentation)

    - 표준화 범위:

     ․ 방사선 보호장치의 모든 분야에 대한 표준제정하고 외부 및 내부 개

인별 노출, 작업장, 환경(식품 포함) 등의 일상 및 사고시에서의 측정

기의 표준화 담당하며 이는 ICRP 권고에 따라 수행되며, 관련 전문

가는 ICRU에 보고함

    - 간사국(Secretariat) : 프랑스

    - 의  장(Chairman) : Mr. Ian M.G. THOMPSON ( )

    - 간  사(Secretary) : Mr. Jean-Claude THEVENIN (프)

    - 회원현황 : 32개국( P-멤버: 19, O-멤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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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멤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중국, 체코,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국, 

미국

O-멤버
 벨라루스, 불가리아, 덴마크, 인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

웨이,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페인

    - 작업반 : 8개의 작업반(WG)으로 구성

구분 간사국(컨비너) 명   칭

WGB 5 미국(Morgan Cox)  환경방사선 측정

WGB 7 국(Clive H.C. Dray)  개인용 피복 등 외부 오염 감시 장비

WGB 8 미국( Jack M. Selby)  포켓 활성 전자선량 등급 모니터

WGB 9  국(Robin T. Pearce)  원전 감시 및 방사선 감시 고정 설비

WGB 10  이탈리아(G. Sciocchetti)  라돈 및 라돈 생산물 측정장치

WGB 13  -  대기중 방사선 측정

WGB 14  캐나다(Peter S. Yuen)  IEC 61066 개정

WGB 15
 오스트리아

 (K.Duftschmid)

 분광기, 전자 선량계 및 휴대용 등 선량 등

급 측정기용 제어 측정기

    다) ISO 원자력 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

  ㅇ ISO TC 85 : 원자력 에너지(Nuclear energy)

    - 표준화 범위: 원자력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 분야에 대한 표준화

    - 위원장 : Mr. Jean-Louis Nigon (프랑스)

    - 간 사  : Ms. Fabienne Ramirez

    - 회원국: 41개국( P-멤버: 16, O-멤버: 25)

P-멤버
 프랑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일본, 한국, 러

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국

O-멤버

 쿠바, 체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독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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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2개의 작업반(WG), 3개의 분과위원회(SC)으로 구성

구분 간사국 명   칭

WG 1  미국(ANSI)  용어, 정의, 단위 및 기호

WG 3 미국(ANSI)  방사선 처리를 위한 방사선량 측정법

SC 2 프랑스(AFNOR)  방사선 방호

SC 5 국(BSI)  핵연료 기술

SC 6 미국(ANSI)  원자로 기술

    - 진행중인 프로젝트 수: 15개

  ㅇ ISO TC 85/SC 2 : 방사선 방호(Radiation protection)

    - 표준화 범위:

     ․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의 향에 대한 직접적 측정 및 규정, 측정방법 

및 측정기기, 방호장치(장갑상자, 방사선물질 취급실, 통풍, 원격 조

작)에 대한 측정방법, 자격 시험 및 표준 물질 또는 표준방사선에 대

한 표준화

    - 위원장 : M. Eugene Pauli (프랑스)

    - 간 사  : M. Pierre Diakonoff(프랑스, AFNOR)

    - 회원국: 30개국( P-멤버: 20, O-멤버: 10)

P-멤버
 프랑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 국  

O-멤버  아일랜드,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파키스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위스

    - 조직 : 11개의 작업반(WG)으로 구성

구분 간사국 명   칭
WG 2  독일(DIN)  기준 방사선

WG 4 프랑스(AFORN)  감마 방사선사진 및 방사조도용 기구

WG 5 프랑스(AFNOR)
 알파, X, 감마, 베타 및 중성자 방사선 보호를 위한 재료 

및 장치, 그리고 방사선 물질의 원격 조정 장비

WG 11 국(BSI)  봉인된 재료

WG 13 미국(ANSI)  생물 검정 결과의 내부 방사선량 평가를 위한 성능 요건

WG 14  미국(ANSI)  공기 제어 및 감시

WG 17  독일(DIN)  방사선 측정

WG 18  프랑스(AFNOR)  생물학적 방사선량 측정법

WG 19  미정  외부인의 방사선량 측정기

WG 20  오스트리아(ON)  방사선 물질의 불법 취급

WG 21  (AFNOR/BSI)  민간 항공기의 우주 방사선 노출에 대한 방사선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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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인 프로젝트 수: 20개

  ㅇ ISO TC 85/SC 5 : 핵연료 기술(Nuclear fuel technology)

    - 표준화 범위:

     ․ 원자력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분야에 대한 표준화

    - 위원장 : Dr. Michael James ( 국)

    - 간 사  : Dr. Graham V. Hutson(BSI) 

    - 회원국: 25개국( P-멤버: 14, O-멤버: 11)

P-멤버
 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

O-멤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핀란드, 헝가리, 인도, 멕시코, 몽골,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남아공

    - 조직

     ․ 7개의 작업반(WG)으로 구성

구분 간사국 명   칭

WG 1  스웬덴(SIS)  UF6, UO2 및 UO2/Gd2O3의 측정 방법

WG 3 프랑스(AFNOR)
 재처리 공장에서의 입력에서 최종 생산까지의 특성 및 측

정을 위한 측정 방법

WG 4 국(BSI)  UF6용 운반용기에 관한 표준화

WG 5 프랑스(AFNOR)
 토양, 고체화된 폐기물 형태 및 1차 용기의 부식에 대한 

특성에 관한 측정 방법 표준화

WG 8 미국(ANSI)  안전과 관련한 계산, 절차 및 실행에 관한 표준화

WG 9  프랑스(AFNOR)  여분의 연료를 선적하는 통에 대한 받침대

WG 12 국(BSI)  MOX 입자의 화학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한 측정 방법

    - 진행중인 프로젝트 수: 18개

  ㅇ ISO TC 85/SC 6 : 원자로 기술(Reactor technology)

    - 표준화 범위 : 원전 원자로의 설계, 구조 등에 대한 표준화

    - 위원장 : Mr. James Adams (미국)

    - 간 사  : Mr. Thomas J. Myers(미국, 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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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국: 21개국( P-멤버: 14, O-멤버: 7)

P-멤버
 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중국,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O-멤버  독일,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남아공, 터어키

    - 진행중인 표준화 : 2개

    라) 한국산업규격(KS)

  ㅇ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 : 113종

    - 원자력 계측분야 : 27종

     ․IDT : KSCIEC 60231 “원자로 계측 일반기준” 등27종

    - 방사선 방호분야 : 86종

     ․고유 : KSA4025(X선 방호용품류의 납당량 시험 방법)등 31종

     ․MOD : KSA4320 “열형광 선량 계측장치” 등 13종

     ․IDT : KSAISO 60579 “방사능 에어로졸 오염계 및 감시기” 등        

       28종, KSAIEC 60860 “임계사고 경고장치” 등 14종

    마) 2005 IEC/TC45 국제표준화 총회 개최

  부산컨벤션센터에서 ‘05. 4. 7∼15(9일간), IEC/TC45의 원자력계측기기표준

화 총회 및 원자력 측정기술 및 표준화동향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 으

며, 기술표준원 주최로 대한전기협회,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한국표준과학연구

원 등 원자력계측기기 분야 관련기관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

(주) 등이 후원하 으며, 프랑스, 미국, 국 등 16개국 1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원자력설비의 계측, 제어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정을 

위한 국가간 협의를 하 다.

  국제회의 기간중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기술세미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디지털 계측제어기술'을 주제로 IEC표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지침과

의 관계,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 규제사

례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 으며, 세미나를 통

하여 국제적으로 원전의 안전제어시스템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채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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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에 관련분야 기술동향, 표준화 및 안전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

하 다.

 나. 풍력산업

   1) 개요

  풍력발전은 자연에너지인 바람의 힘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것

이고 변환과정으로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력터빈에 의해 회전하는 동력에

너지로 바꾼 다음 그의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에너지로 변환을 행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지상으로부터 높을수록 강하기 때문에 풍력터빈의 높이

를 되도록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풍력터빈의 취득에너지는 바람을 받

는 면적과 풍속에 비례한다. 대관령에 설치될 2,000kW급 풍력터빈은 블레이드 

직경이 80m, 타워의 높이는 60m이다.

  풍력발전의 특징은 에너지를 얻을 때에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서 볼 수 

있는 이산화탄소나 방사성폐기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Clean 발

전시스템이다. 바람이라고 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자

원이 거의 무한정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바람은 항상 변하여 풍향이나 풍속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안

정된 발전출력을 얻기가 어렵고 바람의 에너지 도가 작은 것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단점을 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風況)의 장소에 대형풍력터

빈을 설치하거나 풍력터빈을 복수 설치하여 발전출력의 증대와 안정화 등을 

보완하면 환경에 무해한 발전설비로서 운용이 가능하다.

  많은 독립적인 연구기관에서 풍력발전기술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노력 하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하나의 기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에

서도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인 IEC(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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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IEC TC88에서 풍력발전 기술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노력하고 있다.  

   2) 세계의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 가운데서도 실용화와 보급이 가장 기대되는 기

술의 하나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상업운전이 행하여지

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지구온난화방지의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풍

력발전의 도입량은 급격히 증가하 으며, 풍력발전은 04년에 설치가동 용량이 

39,434MW로 세계 전력수요의 0.35%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는 14백만 가구, 

35백만 명의 인구의 전력수요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풍력발전 설치용량의 70%이상을 유럽이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인도, 일본, 

중국 등 유럽 외의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도입되는 풍력터빈의 출력은 매년 대형화되고 있다. 

  1980년대 초에는 50kW 정도 던 것이 1990년대 초에는 200∼300kW가 주

류 고, 1990년대 중반에는 500∼750kW가 주류로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한층 

더 대형화가 진행되어 2.5MW를 넘는 용량의 풍력터빈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은 3∼5MW급의 대형 해상풍력발전 플랜트의 건설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며, 덴마크,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

상풍력발전시스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2MW급으로서 블레이드가 70∼

80m가 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것으로는 Enercon 의 4.5MW급으로 블레이

드 길이가 112m에 달한다. 

  풍력시장은 세계적으로 2012년까지 년간 20∼25% 성장하고, 2020년에는 세

계전력수요의 12%, 2030년에는 세계전력수요의 20%이상을 충당할 것으로 예

상된다.

  3) 국내의 풍력발전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의 유류파동 이후 풍력발전 연구를 시작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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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도에 한국과학원에서 경기도 화성군 엇섬에 설치한 2kW급 풍력발전기

가 국내 풍력발전기의 효시이자, 풍력산업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약 20여대의 소형 풍력발전기(1∼14kW)가 계통

연계형이 아닌 단위전원 공급용으로서 연구개발의 시제품으로 또는 외국으로

부터 도입하여 설치되었으나, 지속적인 지원부족이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대부분 철거되어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보급과 기술개발이 병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신뢰성을 이미 확보한 

선진 외국의 풍력설비를 도입하여 풍력발전기에 대한 설치, 운  및 보급사업

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제주도, 대관령, 덕, 새만금 등 9개 지역에 총 28.595MW의 상

업용 풍력발전소가 운전되고 있다.

< 2005년 계획 >

    - 대관령 : 국내 최대규모(98MW, 2MW×49기)로 2005년 3월 착공

    - 제주도 : 한경 1단계(6MW, 1.5MW×4기)에 이은 2단계 추진

    - 경  북 : 덕 풍력단지(40MW, 1.65MW×24기) 2005년 3월 준공

  우리나라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6.6×108MWh/년(165백만 TOE/년)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약 5%정도만 개발된다고 해도 3.3×107MWh/년 (8

백만 TOE/년) 정도의 잠재량이 있다. 

  국내 풍황여건을 감안한 육상 풍력단지를 전략적으로 개발계획이며, 풍황이 

좋은 제주도, 강원도, 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중에 있으며, 보

급확대를 통해 ‘04년 120∼150만원/kWh에서 '11년  60만원/kWh 설비단가 인

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표준화현황

    가) IEC/TC88: 풍력발전시스템 국제표준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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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설립년도: 1987년

  ㅇ 표준화 범위:

    - 바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풍력발전에 대한 국제표준을 마

련하기 위하여 설계 요건, 공학적 무결성, 측정기술 및 시험 절차를 다

루며, 설계, 품질보증 및 인증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간사국(Secretariat) : 네덜란드

  ㅇ 의장(Chairman) : Mr. P.B. SIMPSON(미, Garrad Hassan 미국)

  ㅇ 간사(Secretary) : Mr. A.C. van der GIESSEN(네덜란드)

  ㅇ 회원현황 : P-멤버(21개국), O-멤버(10개국)

P-멤버

한국 , 미국 , 일본, 국, 프랑스 , 네덜란드 , 독일 , 중국 , 이탈리아,  

호주,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남아프리카, 체첸공화국, 러시아연방, 스웨덴

O-멤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나) 표준화 작업 참여 기관

  풍력발전의 선진국에서는 풍력기술의 표준화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풍력협회인 AWEA와 NREL 산하 기관인 NWTC 등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 선진국들 중에서는 네덜란드의 ECN, 독일의 DEWI, 그리스

의 CRES와 덴마크의 RISOE, 스페인 IER-CIEMAT, 국 NEL등이 주로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덴마크 DNV, 독일 GL과 스페인의 Teknikgruppen AB

기관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 표준제정 현황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내의 기술분과 TC88에서는 1989년부터 총 11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누어 9개 분야 풍력기술에 대한 표준/규격안을 제정 완료하

으며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WG3: 연해 풍력발전 시스템 설계요구 사항



제7절 생물․환경․에너지분야  729

    - PT61400-14: 음력등급 및 음조값 고시

    - PT61400-24: 풍력발전 시스템 낙뢰방지

    - PT61400-25: 풍력발전 제어 및 감시를 위한 통신 표준

    - MT1: 풍력발전 시스템 안전사항

    - MT2: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안전사항

    - MT11: 소음방사 측정기술

    - MT12: 풍력발전 시스템 출력성능 시험

  한편 풍력발전에 관련된 기술은 각 기술과 관련한 설계 및 제작기술과 종합 

풍력발전시스템의 운전기술 등 매우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통선에 연계

하여 신뢰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의 풍력발전시스템의 종합

적인 성능시험 측정 및 평가로서 성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으며, 기술표준원은 "풍력발전시스템-안전요구사항“ 등 6종에 대한 국제

규격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도입하 다.

No. 번  호 명     칭 비  고

1 KS C IEC 
WT01

 풍력터빈 적합성 시험 및 인증을 위한 IEC 체

계 - 규정 및 절차

제정

(2005.3)

2 KS C IEC 
61400-1

 중대형풍력터빈의 안전요건
제정

(2004.9.)

3 KS C IEC 
61400-2

 소형풍력터빈의 안전요건 “

4 KS C IEC 
61400-21  풍력터빈의 전력품질 측정 및 평가 “

5
KS C IEC 
61400-12  풍력터빈의 출력성능 측정 “

6 KS C IEC 
61400-415  풍력발전 국제전기기술용어

제정

(2003. 9)

    라) 2004 IEC/TC88 국제표준화 총회 개최

  우리나라 제주에서 ‘04. 6. 13∼16 (4일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풍력

발전 기술위원회(TC88) 총회와 동시에 국제기술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

으며, 독일, 미국, 국 등 12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풍력발전에 관한 국

제표준을 논의하고, 우리 나라는 물론 참가 각국이 국제표준에 자국의 입장을 

반 키 위해 총력을 기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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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기간 중 ‘풍력발전 표준화동향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국제 세미나가 개최

되며, GL(독일 인증기관), UL(미국 인증기관), DNV(덴마크 인증기관)에서 각 

국별 풍력발전 기술동향 및 인증방법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 다.

  IEC 풍력발전 기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해상풍력, 기어, 통신 등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과 풍력발전 안전성 등의 설계요건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신․재생에

너지인 풍력발전을 집중 개발하는 시점인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표준활동에 적극 

대응하여 시급히 풍력기술개발 및 관련산업 기반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 IEC/TC88 총회 개최현황

개최일자 개최장소

1  2004. 6. 13∼16  대한민국, 제주

2 2002.11.18∼21 포르투칼, 리스본

3 2000.10.5∼6 프랑스, 파리

4 1999.10.7∼8 스웨덴, Kista

5 1999.5.20∼21 그리스, Crete

6 1998.3.9∼11 미국, Boulder

7 1996.10.22∼24 일본, 도쿄

8 1995.3.1∼2 국, 런던

9 1994.9.6∼9 미국, 샌프란시스코

10 1993.12.8∼10 덴마크, 코펜하겐

11 1992.10.6∼9 네덜란드, 노틀담

12 1991.5.22∼24 Alghero

6. 태양광발전 ․ 연료전지
 가. 태양광발전산업

   1) 개요

  ㅇ 태양광발전은 태양빛을 태양전지에 쏘이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

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 축전지 및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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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에너지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

접 변환하여 이용하므로 청정하고 무한한 미래 에너지원이며, 연소 및 

가동부분이 없어 시스템구성이 간편하고 보수가 용이하며 무인화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수요에 따라 단계적 증설이 용이한 모듈타입의 발전 방

식이다. 단시간에 설치가 가능하며, 전력생산과 소비가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송배전손실이 적다. 태양광발전은 지역적 제한성이 적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림8-6-17] 태양광발전시스템 기본 구성도

  ㅇ 태양전지는 단결정, 다결정, 리본형, 저가 기판상의 다결정, 및 집광형등

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정질 규소, CdTe, CIS 화합물 반도체 

등의 박막 태양전지로 구분된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높은 효율과 

장수명, 무공해, 원료자원의 풍부함 등의 장점이 있어 가장 먼저 상업화

되어 대량으로 보급되어 있으며 현재 전체 태양전지 생산량의 8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박막화, 고효율화 및 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절

감으로 2010년의 모듈가격은 현재의 절반수준인 $1.22/Wp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상용전원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세계 태양광발전기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으로

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세계적인 전력자유화의 흐름속에서 태양광 발

전시스템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발

solar cell

power
conditioning

energy
storage

electrical
load

- +- +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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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은 2002년 35억불에서 2010년 275억불로 확대될 전망이다.

  ㅇ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은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기술개발 

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기술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

며, 1988년부터 2002년까지의 총 연구비는 375억원으로서 정부 228억원, 

민간 147억원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단

결정 태양전지의 국산화 기술개발과 선진형 태양전지의 기초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하 다. 그러나 양산기술과 시스템이용 기술은 선진국에 비하

여 미흡한 상황이다.

  ㅇ 정부는 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을 수소․연료전지 및 풍력발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3대 중점분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적극

적 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산업현황 및 전망

  ㅇ 태양광산업은 다양한 제품 및 연관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산업으로 실리

콘 등의 소재, 태양전지 등의 반도체산업, 인버터 및 전기제어시스템 등

의 중전기산업, 건자재 일체형 모듈 및 건축물 적용 및 설치 등 전기공

사 및 건설산업과 같이 여러 산업이 복합적 구성되어 있어 산업의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그림8-6-18]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반기술 및 관련기술
출처) 2004 전력산업연구개발 연구기획사업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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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아파트

☆:빌딩

☆:단독주택

□ :요업건재

☆:계측기기

○ :백판
강화유리
일반판유리

☆:전원설비

□ :태양전지
□:인버터

□ :밧데리

△ :제조설비기기

□ :금속건재 ○ :알루미늄 프레임

○ :은 페스트

☆ :시계

△ :태양전지 제조장치

○ :반도체 가스
○ :테드라

○ :EVA   

요업

산업

요업

산업

전자•전기

기기산업

전자•전기

기기산업
비철금속

산업

비철금속

산업

○ :실리콘 원료

☆:다세대 공동주택

주택

산업

주택

산업

건설

사업

건설

사업

기계

산업

기계

산업

화학

산업

화학

산업

정밀기기

산업

정밀기기

산업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기반 및 관련 산업기술

○ : 태양전지용 원재료

□ :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성기기

△ : 제조장치

☆ :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채용 혹은 응용상품 제조 ☆:공장
☆:도로☆:아파트

☆:빌딩

☆:단독주택

□ :요업건재

☆:계측기기

○ :백판
강화유리
일반판유리

☆:전원설비

□ :태양전지
□:인버터

□ :밧데리

△ :제조설비기기

□ :금속건재 ○ :알루미늄 프레임

○ :은 페스트

☆ :시계

△ :태양전지 제조장치

○ :반도체 가스
○ :테드라

○ :EVA   

요업

산업

요업

산업

전자•전기

기기산업

전자•전기

기기산업
비철금속

산업

비철금속

산업

○ :실리콘 원료

☆:다세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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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계시장은 1989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태

양전지모듈 생산실적은 562 MWp (시장규모 : 35억불)이며 200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6% 성장하여 760 MWp (47억불) 규모가 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30% 이상의 높은 신장추세인데, 세계 태양전지생산량은 일본이 

40%로 1위이며, 미국이 약 30%, 유럽이 약 20% 비율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출하량의 90%를 차지하여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ㅇ 생산량의 대부분은 일본, 유럽, 미국 등이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

규모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사용되고, 일부는 제3세계의 오지나 낙

도 등 계통선 전기의 혜택을 입지못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특수 목적의 

전원공급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ㅇ 태양광발전은 기존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므

로 에너지 자립, 환경보호,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각국의 대체에너지 보

급정책하의 지원제도에 의한 정부주도형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금지원, 발전전력에 대한 차

액보전, 발전의무비율 할당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급촉진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New Sunshine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

본의 160만호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정책과 미국의 「100만호의 

Solar 계획」등 새로운 보급 시나리오가 제안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선진국의 보급정책은 시장 확대 및 가격하락을 가속화시키는 효과

와 연결되고 있다. 

  ㅇ 국내는 88년부터 2002년까지 태양전지분야에 375억원을 기술개발에 투자

하 으며,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성능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

으나 양산 생산비가 선진국 대비 50% 정도 비싸 경쟁력이 미약한 상황

이다. 태양광발전산업에 관여하는 업체는 삼성SDI, 네스코쏠라, 쏠라테크 

등 30여 업체에 이르고 있으나 일본, 미국기업에 비하여 양산기술 경쟁

력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최고의 반도체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10만호, 건물용 태양광발

전시스템 700기, 산업용 태양광발전시스템1400기를 포함하여 1,300MW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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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하는 등 정부의 집중 투자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다.

   3) 표준화현황

  ㅇ 태양광발전의 부품과 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의 심의, 제정 등 운 은 

1981년에 설립된 IEC TC 82(Solar Photovoltaic Energy Systems)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아래에 분야별로 7개의 WG(Working Group)이 가동

되고 있다.

  ㅇ IEC/TC82은 1981년에 설립되어 회원국은 35개국으로 정회원 23개국과 준

회원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2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 다.

P-멤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

본,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태국, 국, 미국

O-멤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핀란드,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베니

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ㅇ 태양광분야는 IEC/TC82(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모듈의 측정, 결정질 

및 박막모듈의 전기․환경․기계적 시험을 통한 검사, 설계상의 안전성,

시스템 지침, 측정절차 등에 대하여 규격개발을 하고 있으며 현재 33개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17개 규격이 제정중이다

  ㅇ 대부분 표준측정방법에 의한 모듈의 측정, 결정질 및 박막 모듈의 전기․

환경․기계 시험을 통한 모듈의 검증, 설계 측면의 안전, 시스템 가이드, 

측정절차에 관한 것이다. 

작업반WG)현황

의장국 명   칭 비고

WG 1  일본  용어

WG 2 미국  모듈

WG 3 스위스  시스템

WG 4 미국  에너지 저장 시스템

WG 6  미국  주변기기

WG 7  미국  집광형 모듈

JWG 21A  미국  분산형 지역전화사업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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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규격현황

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ANW IEC/ANW 60904-4 

"Photovoltaic devices - Part 4: Procedures for establishing the 

traceability of the calibration of photovoltaic reference devices(광

전 장치 - 제4부: 광전 기준 장치의 교정에 대한 소급성 설립을 

위한 절차)"

PWI
IEC/PWI 61836 

TR

"Solar photovoltaic energy systems - Terms and symbols(태양 

광전 에너지 시스템 - 용어 및 심볼)"

" IEC/PWI 61853
"Performance testing and energy rating of terrestrial photovoltaic 

(PV) modules(육상 광전 모듈에 대한 성능 시험 및 에너지 등급)"

" IEC/PWI 62108

"Concentrator photovoltaic (PV) receivers and modules - Design 

qualification and type approval(선광기 광전 리시버 및 모듈 - 설

계 품질 및 형식 승인)"

PWI IEC/PWI 62109-1

"Safety of power converters for use in photovoltaic power 

system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광전 파워 시스템에 사용

하기 위한 파워 변환기의 안전 - 제1부: 일반 요건)"

" IEC/PWI 62109-2

"Safety of power converters for use in photovoltaic power 

systems -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inverters (광전 파

워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파워 변환기의 안전 - 제2부: 인버터

에 대한 특별 요건)"

" IEC/PWI 62109-3

"Proposal of the Secretary: Electrical safety of static inverters 

and charge controllers for use in photovoltaic (PV) power 

systems - Part 3: Controllers(간사의 제안: 광전 파워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제어기 충전 및 정격 인버터의 전기적 안전)"

PNW IEC/PNW 62116 

"Testing procedure - Islanding prevention measures for power 

conditioners used in grid connected photovoltaic (PV) power 

generation systems(시험 절차 - 광전 파워 발전 시스템과 연결된 

그리드에 사용되는 파워 조건을 위한 아이슬랜딩 방지 측정)"



736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PWI IEC/PWI 62145

"Crystalline silicon terrestrial photovoltaic (PV) modules - 

Blank detail specification(크리스털 실리콘 육상 광전 모듈 - 

백지 세부 시방서)"

" IEC/PWI 62234

"Safety guidelines for grid connected photovoltaic (PV) 

systems mounted on buildings(건물위에 씌어진 광전 시스템에 

연결된 그리드에 대한 안전 가이드)"

" IEC/PWI 62253

"Direct coupled photovoltaic pumping systems - Design 

qualification and type approval(직접 쌍을 이룬 광전 펌핑 시스

템 - 설계 품질 및 형식 승인)"

CDTS IEC/CDTS 62257-4

"Recommendations for small renewable energy and hybrid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 Part 4 : System selection 

and design(지역전화를 위한 소형 신재생 에너지 및 혼합 시스

템에 관한 권고 - 제4부: 시스템 선정 및 설계)"

" IEC/CDTS 62257-5

"Recommendations for small renewable energy and hybrid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 Part 5: Safety rules: 

Protection against electrical hazards(지역전화를 위한 소형 신

재생 에너지 및 혼합 시스템에 관한 권고 - 제5부: 안전 규칙: 

전기적 위해에 대한 보호)"

APUB
IEC/APUB 62257-6 

TS

"Recommendations for small renewable energy and hybrid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 Part 5: Acceptance, 

operation, maintenance and replacement(지역전화를 위한 소형 

신재생 에너지 및 혼합 시스템에 관한 권고 - 제6부: 허용, 운

, 유지 및 재배치)"

CD
IEC/CD 

62257-7-1 TS

"Recommendations for small renewable energy and 

hybrid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 Part 7-1: 

Generators photovoltaic arrays(시골 전력에 관한 소형 신재생 

에너지 및 혼합 시스템에 관한 권고 - 제7-1부: 태양광 발전기)

PNW IEC/PNW 82-377

"Minimum system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grid 

connected photovoltaic systems(계통연계 태양광 시스템

에 대한 최소 시스템 문서 요건)

PWI IEC/PWI 82-1 "Photovoltaic electricity storage systems(광전 전기 저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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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국제규격

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IEC 60891

Procedures for temperature and irradiance corrections to measured 

I-V characteristic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devices(크리스

탈 실리콘 광전 장치의 측정된 I-V특성에 대한 조도 및 온도 정정에 

대한 절차)

IEC 60904-1

Photovoltaic devices - Part 1: Measurement of photovoltaic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광전 장치 -  제1부: 광전 전류-전압 

특성에 대한 측정)

IEC 60904-2
Photovoltaic devices - Part 2: Requirements for reference solar 

cells(광전 장치 -  제2부: 태양 전지 기준에 대한 요건)

IEC 60904-3

Photovoltaic devices - Part 3: Measurement principles for 

terrestrial photovoltaic (PV) solar devices with reference spectral 

irradiance data(광전 장치 -  제3부: 분광 조도 데이터 기준기가 있는 

육상 광전 태양 장치에 대한 측정 원리)

IEC 60904-5

Photovoltaic devices - Part 5: Determination of the equivalent cell 

temperature (ECT) of photovoltaic (PV) devices by the 

open-circuit voltage method(광전 장치 -  제5부: 개방회로 전압 방

법에 의한 광전 장치의 동등전지온도(ECT)의 결정)

IEC 60904-6
Photovoltaic devices - Part 6: Requirements for reference solar 

modules(광전 장치 -  제6부: 태양 모듈 기준을 위한 요건)

IEC 60904-7

Photovoltaic devices - Part 7: Computation of spectral mismatch 

error introduced in the testing of a photovoltaic device(광전 장치 -  

제7부: 광전장치 시험에서 발견되는 스펙트럼 불일치 에러의 전산화)

IEC 60904-8

Photovoltaic devices - Part 8: Measurement of spectral response of 

a photovoltaic(PV) device(광전 장치 -  제8부: 광전장치의 스펙트럼 

반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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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TS IEC/TS 62257-2

“Recommendations for small renewable energy and hybrid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 Part 2: From requirements to a range of 

electrification systems(지역전화를 위한 소형 신재생 에너지 및 혼합 

시스템에 관한 권고 - 제2부: 요건에서부터 전력 공급 시스템 범위

까지)”

TS IEC/TS 62257-3

"Recommendations for small renewable energy and hybrid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 Part 3: Project development and 

management(지역전화를 위한 소형 신재생 에너지 및 혼합 시스템에 

관한 권고 - 제3부: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

PAS IEC/PAS 62111

“Specifications for the use of renewable energies in rural 

decentralised electrification(지역전화를 위한 비집중화된 전력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기술 시방서)”

IEC 60904-9
Photovoltaic devices - Part 9: Solar simulator performance 

requirements(광전 장치 -  제9부: 태양 모의 시험장치 성능 요건)

IEC 60904-10
Photovoltaic devices - Part 10: Methods of linearity measurement

(광전 장치 -  제10부: 선형 측정 방법)

IEC 61173
Overvoltage protection for photovoltaic(PV) power generating 

systems - Guide(광전 파워 발전 시스템을 위한 과압 방지 - 가이드)

IEC 61194
Characteristic parameters of stand-alone photovoltaic (PV) 

systems(자립 광전의 매개변수 특성)

IEC 61215

Crystalline silicon terrestrial photovoltaic (PV) modules - Design 

qualification and type approval(크리스탈 실리콘 육상 광전 모듈 - 

설계 품질 및 형식 승인)

IEC 61277
Terrestrial photovoltaic (PV) power generating systems - General 

and guide(육상 광전 파워 발전 시스템 - 일반사항 및 지침)

IEC 61345
UV test for photovoltaic (PV) modules (광전 모듈에 대한 자외선 

시험)

IEC 61646

Thin-film terrestrial photovoltaic(PV) modules - Design 

qualification and type approval(박판 육상 광전 모듈 - 설계 품질 

및 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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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IEC 61683
Photovoltaic systems - Power conditioners - Procedure for measuring 

efficiency(광전 시스템 - 파워 냉방장치 - 효율성 측정을 위한 절차)

IEC 61701
Salt mist corrosion testing of photovoltaic (PV) modules(광전 모듈의 

나트륨 혼탁액 부식 시험)

IEC 61702
Rating of direct coupled photovoltaic (PV) pumping systems(직접 한

쌍의 광전 펌핑 시스템의 등급)

IEC 61721

Susceptibility of a photovoltaic (PV) module to accidental impact 

damage (resistance to impact test)(사고로인한 충격 손상에 대한 광전 

모듈의 민감성(충격시험에 대한 저항)

IEC 61724

Photovoltaic system performance monitoring - Guidelines for 

measurement, data exchange and analysis(광전 시스템 성능 모니터일 

- 측정, 데이터 교환 및 분석에 대한 지침)

IEC 61725
Analytical expression for daily solar profiles(매일의 태양 분석표에 대

한 분석적 표현)

IEC 61727
Photovoltaic(PV) systems - Characteristics of the utility interface(광

전 시스템 - 유티릴티 인터페이스의 특성)

IEC 61730-1
Photovoltaic module safety qualification - Part 1: Requirements for 

construction(광전 모듈 안전 능력 - 제1부: 구조에 대한 요건)

IEC 61730-2
Photovoltaic module safety qualification - Part 2: Requirements for 

testing (광전 모듈 안전 능력 - 제2부: 시험에 대한 요건)

IEC 61829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PV) array - On-site measurement of 

I-V characteristics(크리스탈 실리콘 광전 정렬 -  특성 I-V가지의 현

장 측정)

IEC/TS 61836
Solar photovoltaic energy systems - Terms and symbols(태양 광전 

에너지 시스템 - 용어 및 심볼)

IEC 62093

Balance-of-system components for photovoltaic systems - Design 

qualification natural environments(광전 시스템용 균형-시스템 부품 - 

자연 환경에 맞는 설계)

IEC 62124
Photovoltaic (PV) stand alone systems - Design verification (광전 자

립 시스템 - 설계 검증)

IEC/TS

62257-1

Recommendations for small renewable energy and hybrid systems for 

rural electrification - Part 1: General introduction to rural 

electrification(지역전화를 위한 소형 신재생에너지 및 혼합 시스템에 대

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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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표준화 5개년 계획

분  야 계
년차별 계획

'04 '05 '06 '07 '08

태양광발전 46 19 5 7
7

(1)

7

(1)

※ (  )는 국제규격 제안규격임

    - 단계별 국가표준화 전략추진 ('04 - '08)

     ․도입기(‘04-’05) : 기제정 국제표준의 국가표준화 추진 24종

     ․성장기(‘06-’07) : 제정단계의 국제표준에 의견반 을 통하여 국제 표준

완료와 동시에 국가표준화 추진 14종

     ․성숙기(‘06-’08) : 국제표준 제안을 위한 국가표준화 추진 7종

  ㅇ 태양광 분야 KS규격 31종이 제정되어 있고, IEC 61701(태양광 모듈의 

염수분무시험방법) 등 10종의 IEC규격을 KS규격화 추진 중에 있다

  ㅇ 태양광 분야에 대한 국내기술기준개발체계가 국제적합성인증제도에 부적

합하고 및 국제표준규격의 임의로 적용하여 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나. 연료전지 산업

   1) 개요

  ㅇ 연료전지는 연료(수소,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 천연가스, 석유, 바이오매스

가스, 매립지 가스 등)와 산화제(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그 반응

에너지를 전기로 직접 변환하는 전지로 일종의 발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ㅇ 기존의 발전기술에 비해 90%라는 높은 에너지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특징이며, 무공해 즉, NOx와 SOx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장치로 공

기극(cathode)에는 산소가, 연료극(anode)에는 수소가 공급되어 물의 전기

분해 역반응으로 전기화학반응이 진행되어 전기, 열, 물이 발생하게 된다.

  ㅇ 연료전지는 기존의 발전기술보다 높은 발전효율 그리고 공해물질 배출을 

줄이면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로서, 대형발전용, 분산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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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송용, 이동전원용 등 광범위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어 향후 대규

모시장의 전개가 예상되는 미래형 신산업이다.

  ㅇ 종류별로는 고온형 연료전지로 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용

융탄산염 연료전지), SOFC (Solid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연료전

지), 저온형 연료전지로 PAFC(Phosphoric Acid Fuel Cell, 인산형 연료

전지), PEMFC (Proton Exchange Membrane 혹은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DMFC (Direct Methanol 

Fuel Cell,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AFC (Alkaline Fuel Cell, 알칼리 연료

전지)가 있고 이외 에 최근 MEMS 기술 등을 활용한 극소형 Micro-fuel 

cell (마이크로 연료전지) 등이 포함된다. 

연료전지의 종류

연료전지형태 전해질 운전온도 발전온도 주연료 적용대상

인산형(PAFC) 인산 200℃ 150200℃
천연가스

메탄올
분산전원

알칼리형(AFC) 수산화칼륨 80℃ 상온100℃ 수소 특수목적

고분자전해질형(PEMFC)
이온(H+)전도성 

고분자막
85100℃ 상온100℃

수소

메탄올

소형전원

자동차

용융탄산염형(MCFC) 용융탄산염 650℃ 600700℃
천연가스

석탄가스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고체산화물(SOFC) 고체산화물 1000℃ 7001000℃
천연가스

석탄가스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직접메탄올(DMFC)
이온(H

+
)전도성 

고분자막
25130℃ 상온100℃

수소

메탄올

소형전원

자동차

  ㅇ 활용기술별로는 전극, 전해질, 분리판 등을 제작하는 소재 및 제조 공정기

술, 스택설계 및 제작기술, 시스템 설계 및 운전기술 등이 포함된다. 각 기

술별 응용가능한 분야는 연료전지 기술별로 계속확대되고 있으며, 아래의 

표는 전원 용량별로 일반적인 응용분야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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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제품별 연료전지 

구분
제품종류

(용량)

연료전지

비고
PAFC MCFC SOFC PEMFC DMFC

발전용

지역분산 및 집중 발전
(수십MW 이상) ○ ● ● ○ ○

산업용 (수백kW∼수십MW) ○ ● ● ● ○

상업용 (수kW∼수백kW) ● ● ● ● ○

주거용 (수백W∼수kW) ○ ○ ● ● ○

수송용

주동력용 (선박용) ○ ● ● ● ○

주동력용 (승용, 버스) ○ ○ ● ● ○

보조전원용 (수MW∼수십MW) ○ ● ● ● ○

보조전원용 (수kW∼수백kW) ○ ○ ● ● ○

이동용

이동전원 (수백W∼수kW) ○ ○ ● ● ●

노트북용 (20∼수백W) ○ ○ ● ● ●

휴대기기 (5∼10W) ○ ○ ◑ ○ ●

● :  적용 중      ◑ :  고려 중    ○ : 가능성 적음

   2) 산업현황 및 전망

  ㅇ 북미, 일본, EU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실용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신에너

지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ㅇ 연료전지의 기술수준을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대형 시스템 제작 및 운  

경험부족, 스택을 제외한 BOP (balance of plant) 분야 및 소재/부품 분

야의 기술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분야의 연구기반도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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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나, 국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 대체에너지사업으

로 연료전지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산업체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 현재 상당수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벤쳐

기업들이 연료전지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연료전지 개발에 참여하

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화학, LG Caltex, SK, 등의 대기

업 9업체와 CETI, Fuel Cell Power, Twin Energy 등의 중소기업이 4

업체가 있다.

국내 연료전지 개발사업의 구성

업   체   명 업체별 주 개발품목

한전, Twin Energy, 효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MCFC 발전 시스템 개발 중

 CETI, 한국타이어, 한국 가스공사, 극동도시가스 가정용 PEMFC 시스템 개발

한전, Fuel Cell Power 가정용 SOFC 시스템 개발

현대차 수송용 PEMFC 시스템 개발

LG 화학, LG Caltex, 삼성, SKC, 협진 이동형 DMFC, PEMFC 개발

SK, 삼성 테크윔 연료전지용 주변기기 개발

  ㅇ 산자부는 연료전지를 ‘04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3대 중점 분야 중 하

나(연료전지, 풍력, 태양광)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중이며, 

연료전지 실증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체에너지 보급 사

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기존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경제구도는 화석연료 매장량의 

한계, 환경문제의 심각성, 신규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

으로 한계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또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가용 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시스템인 연료

전지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17억$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 파트너쉽(IPHE)”을 제안하는 등 개발가속화를 위한 

투자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어 수소에너지 경제구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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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어 연료전지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ㅇ 우리나라의 현재 연료전지기술 수준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진 상황이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 대부분

의 연료전지 종류에 있어　기반기술은 확보한 상태이며 연료 전지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생산기술 등 주변 산업기술의 수준이 높아 연료전

지의 핵심이 되는 스택기술과 기본 부품의 생산기술의 조기확립,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증시험 일정을 앞당긴다면 충분히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연료전지는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인 정유사, 가스사와 같은 기존 

연료의 인프라산업, 이차전지산업, 나노기술 관련, 자동차산업, 전력 산

업, 전자기기산업, IT산업, 부품소재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신규 

고용의 창출효과가 높아 2012년경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표준화현황

  ㅇ 연료전지에 관한 국제규격의 심의, 제정 등 운 은 1999년에 설립된 IEC 

TC 105(Fuel Cell Technology)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아래에 분야별로 

10개의 WG(Working Group)이 가동되고 있다

  ㅇ IEC/TC105은 1999년에 설립되어 회원국은 24개국으로 정회원 16개국과 

준회원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2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하

다.

P-멤버
 호주,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미국

O-멤버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집트,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태국

  ㅇ 연료전지분야는 IEC/TC105(연료전지기술)을 중심으로 고정 FC(연료전

지) 전력플랜트와 같은 모든 FC 응용품, FC 추진 시스템과 같은 전송

용 FC 및 보조 전력장치와 휴대용 FC 전력발생시스템용 연료 전지

(FC)기술 등에 대하여 규격개발을 하고 있으며 현재 2개 규격이 제정

되었으며 8개 규격이 제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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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WG) 현황

구분 의장국 명   칭 비고

WG 1 미국  용어

WG 2 독일  연료 전지 모듈

WG 3 미국  고정된 연료 전지 발전소 - 안전

WG 4 일본  연료 전지 발전소의 성능

WG 5 미국  고정된 연료 전지 발전소 - 설치

WG 6 독일
 추진 및 보조 파워 장치(APU)를 위한 연료 

전지 시스템

WG 7 캐나다
 휴대용 연료전지 적용 -안전 및 

 성능 요건

WG 8 미국
 연료전지 기술 - 제 6-1부: 소형 

 연료전지 시스템 - 안전

WG 9 일본
 연료전지 기술 - 제 6-2부: 소형 

 연료전지 시스템 - 성능    

WG 10 일본  소형연료전지시스템 - 호환성

진행중인 규격현황

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PNW IEC/PNW 62282-3-1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3-1: Stationary fuel cell power 

plants - Safety(연료 전지 기술 - 제3-1부: 고정 연료 전지 발전

소 - 안전)"

RDIS IEC/RDIS 62282-3-2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3-2 : Stationary fuel cell power 

plants - Test methods for the performance(연료 전지 기술 - 

제3-2부: 고정 연료 전지 발전소 - 성능을 위한 시험 방법)“

PWI IEC/PWI 62282-3-3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3-3: Stationary fuel cell power 

plants - Installation(연료 전지 기술 - 제3-3부: 고정 연료 전지 

발전소 - 설치)“

" IEC/PWI 62282-4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4: Fuel cell system for 

propulsion and auxiliary power units (APU)(연료전지 기술 - 

제4부: 추진 및 보조 발전 장치를 위한 연료 전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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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규격 번호 규격 제목

CCDV IEC/CCDV 62282-5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5: Portable fuel cell appliances -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연료전지기술 - 제5부: 휴

대용 연료 전지 적용 - 안전 및 성능 요건)“

ANW
IEC/ANW 

62282-6-1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6-1: Micro Fuel Cell Power 

Systems - Safety(연료 전지 기술 - 제6부: 마이크로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 안전)“

"
IEC/ANW 

62282-6-2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6-2: Micro Fuel Cell Power 

Systems - Performance(연료 전지 기술 - 제6부: 마이크로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 성능)“

"
IEC/ANW 

62282-6-3

"Fuel Cell Power technology - Part 6-3: Micro fuel cell power 

Systems - Interchangeability(마이크로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상호교환성)“

발행 국제규격

규격 번호 규격 제목

IEC 62282-1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1: Terminology(연료 전지 기술 - 제1부: 용어)

IEC 62282-2
"Fuel cell technologies - Part 2: Fuel cell modules(연료 전지 기술 - 제2부: 

연료 전지 모듈)

  ㅇ 연료전지의 경우 제정된 국제표준은 용어와 모듈규격 2종에 불과한 상황

으로 향후 제정 작업중인 국제표준을 어느 기술에 바탕을 둔 것을 채택

하느냐에 대하여 선진(유럽과 미국, 일본)의 견해차가 있으며, 각자의 주

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국제표준은 관련 당국, 심의 기구, 부품 제조

업체, 연료공급업체 등 연료전지기술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입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어 지고 있다. 

  ㅇ 연료전지의 경우 중․대형 연료전지분야는 각 국의 상이한 제품의 통일

화를 위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소형 연료전지분야는 34년후 

상품화를 목표로 제품 및 표준규격개발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으며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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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자국의 의견을 반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ㅇ 연료전지 표준화는 수소․연료전지 표준화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IEC/TC105(연료전지기술) 국내간사기관을 한국과학기술원

에서 수행하고 있다.

  ㅇ IEC 62282-1(용어) 및 IEC 62282-2(모듈) 등 제정된 국제규격은  KS규

격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8절 기계․소재․부품분야

1. 금형 및 공구

 가. 금형 분야 

  금형은 재료의 소성, 전연성, 유동성 등의 성질을 이용 가공 성형하여 동일

한 제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도구(틀)로서 인류의 산업활동에서 생산성을 향

상시킨 기술이다.

  금형기술은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통신

기기 등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되며, 공산품의 중간재나 부품을 성형 

또는 소성가공하는 방법으로 대량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필수설비이다.

  금형을 일생생활로 접근하여 표현하면, 금속틀속에 붕어빵반죽(플라스틱, 금

속)을 등을 녹여부은 뒤 식히면 붕어빵(플라스틱 또는 금속)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오디오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의 

외관, 자동차의 범퍼등 대형제품에도 금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생산되는 것이

다.

  이와같이 금형은 산업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최근에는 반도체 몰딩기

술, 렌즈 금형기술 등 고부가치의 산업에 핵심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

이다. 

  금형의 종류에는 사출금형과 같이 유체의 흐름을 이용한 주조, 다이케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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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등이 있으며 판재를 눌러 제품의 모양을 만드는 프레스금형 등이 있다.  

  특히 사출금형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일찌기 우리

나라는 박물관이나 책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금관을 본적 있지 않는가? 

  이와같이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이 주조방면에 탁월한 기술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형산업은 금형선진국으로서 발돋음 하 다. 현

재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산업 등 조립제조업의 발달로 생산과 교역이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1위 24.0%),일본(2위 16.1%), 독일(3위 12.6%), 그

리고 우리나라가 금형생산 세계 4위(8.7%)의 수준이다.

  향후에는 미국, 독일 등에서 선점하는 광 디스크금형 제작기술, 시뮬레이션 

S/W 개발기술, 박판성형 해석기술, 항공기엔진 설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금

형수요시장이 크고 다양하게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금형기술개

발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금형기술의 최고 선진국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현황>

구  분 전체산업(a)
산업/일반기계(b)

(금형)
점유율(b/a)

총 생산액(조원) 679 2.2 3.2

업체(개) 113,297 4,007 3.5

고용(천명) 2,765 35 1.3

총 수출액(억불) 2,542 6.3 0.2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03, 수출은 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04.12)

  금형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적 특성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생

산되는 수주산업으로 대표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며, 시장을 대상으로 계획생

산이 불가능하여 다품종소량 생산으로, 종업원 20인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83.2%로 금형이 주력 생산품인 대기업은 없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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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술적 특성으로는 기술인력의 현장경험과 CNC 공작기계 및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기술중심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향상을 선도하는 생산기반산업이다. 

< 금형수급 추이>

                                           (단위 : 억원(천불), %)

구  분 1999(A) 2000(B) 2001(C)

증 감 율

 B/A  C/B 

수요

내수 19,123 19,087 14,964 △0.2 △21.6

수출 
5,757 

(484,115) 

6,974 

(616,937) 

 8,162

(632,676)

21.1

(27.4)

17.0

(2.6)

계 24,880 26,061 23,126 4.7 △11.3

공급

생산 23,618 25,292 22,239 7.1 △12.1

수입
1,262 

(106,150) 

769 

(68,071) 

887

(68,748)

△39.1

(△35.9)

15.3

(1.0)

※ 자료 : 1)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 US$ : ￦ = 1,189.1('99), 1,130.4(2000), 1,290.0(2001)

  금형산업은 ’94년 생산이 1조800억원으로 국내 금형수요액 1조665억원보다 

135억원을 초과 생산하며 수출산업으로 전환되어, 2001년도 국내 금형생산은 

2조2,239억원이며, 이 가운데 금형수출은 8,162억원으로 36.7%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금형수출은 ’94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산화개발 결과로 금형수입은 급감하고있는 실정이다.

  금형분야 표준으로서는 KS규격은 현재 83종이며, 금형관련 국제표준 규격

은 58종으로, ISO 기술위원회(TC 29)의 분과위원회(SC 8)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현재 우리나라는 TC 및 SC에 정회원(P 멤버)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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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KS규격의 ISO 국제규격 부합화를 위하여 KS규격의 제․개

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ISO의 국제규격 제․개정 등 국제표준화 참여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공구관련 ISO 기술분과위원회 현황>

TC SC 기술위원회명 지  위

29 8 금형부품 P

  최근 우리나라는 금형분야에서 국제표준(ISO)과 대응되는 국가표준(KS)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정하여 2004년도에 부합율 90%에서 2005년에는 95% 까

지 국제규격과 부합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국가표준이 국제규격과 상이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폐지하

고 및 신규로 수요가 창출되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해서는 제정을 통해 KS 규

격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권위있는 전문가를 발굴하여 국제표준화 회의의 활동에 참여

시키고, 국내에서 개발된 규격을 국제기준으로 제안하는 국제규격활동에도 비

중을 높여 금형산업 경쟁력강화와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추진할 것이다. 

 나. 공구 분야

  현재, 우리나라의 공구산업은 난삭재 및 신소재의 개발로 인하여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구산업은 기반기술력을 바

탕으로 선진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중저가제품 위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 전후방산업의 경기 향과 내수시장

의 한계성 탈피를 위해 수출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03년에는 공구류 총 생산량 가운데 내수가 50%이상을 차지하 으나, ’04년

에는 수출이 내수보다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05년에는 총 생산량 가운데 수

출이 내수를 더욱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04년 현재, 우리나라 공구 제조업체는 약 430여 업체로써 다이아몬드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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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초경합금 공구업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수공구분야는 6.4%로써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공구류의 경우 품종과 규격이 세계 10만여종, 국내 5만여종으로 다

양하여 대량 생산체계가 어려운 실정이며, 공정자동화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구제조 공정은 약 290여 공정으로써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의 기계 설비를 전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등 생산시설에 대해 상당한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산업분야이다.

< 일반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전망

생 산

내 수 14,632 15,015 16,305

수 출 7,026 9,077 10,665

계 21,658 24,092 26,970

수 출 비 중(%) 47.4 53.9 56.2

수입 의존도(%) 46.6 48.4 49

※ 자료 :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공구제조업체 현황>

업종
다이아몬드

 공구

고속도강

 공구

초경합금

공구
수공구

전동 및 

공기압 공구
기타 합계

업체수 150 47 162 28 12 38 437

※ 자료 :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전체 생산현황에 있어서는 고속도강 및 초경합금 공구가 전체의 약 60% 정

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공구가 전체 약 5.5%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년도 비해 13.4% 정도의 생산량 증가를 보 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05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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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출현황에 있어서도 고속도강 및 초경합금 공구가 전체의 약 54%로

써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5%의 수출증가 보 다. 공구류 전체의 수출

도 5억 6천불에서 6억 6천불로 증가하여 약 16%의 증가를 보 다. 주요 수출

국은 미국, 일본, 독일, 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에 

대해서도 꾸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생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업종＼년도
'03년 '04년 '05년 전망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다이아몬드

공구
399,891 5 456,111 14.1 509,201 11.6

고속도강 및

초경합금공구
884,551 17.7 1,002,252 13.3 1,141,256 13.9

수공구 82,714 14.5 92,925 12.3 102,566 10.4

전동 및

공기압공구
91,792 10.3 104,276 13.6 115,205 10.5

기타공구 24,573 11.4 27,010 9.9 30,010 11.1

계 1,483,521 13.3 1,682,574 13.4 1,898,238 12.8

※ 자료 :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 수출 현황 >

  (단위 : 천불)

업종＼년도
'03년 '04년 '05년 전망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다이아몬드

공구
22,098 13.1 29,610 34 35,776 20.8

고속도강 및

초경합금공구
287,041 20.7 357,598 24.6 407,225 13.9

수공구 76,497 8.2 84,222 10.1 95,348 13.2

전동 및

공기압공구
159,307 9.3 159,103 ▲0.1 173,756 9.2

기타공구 23,649 6 30,054 27.1 34,456 14.6

계 568,592 14.6 660,587 16.2 746,561 13

※ 자료 :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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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분야 표준으로서 KS규격은 현재 330종이며, 2004년 1년 동안 제정 8종, 

개정 12종, 확인 23종을 각각 정비하 다. 공구관련 국제표준 규격은 290종으

로, 1개의 ISO 기술위원회(TC)와 4개의 분과위원회(SC)가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는 전 분야에 대해 정회원(P 멤버)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향후, 우리나라

에서는 KS규격의 ISO 국제규격 부합화를 위하여 KS규격의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ISO의 국제규격 제․개정 등 국제표준화 참여활동에 적극 참여

할 계획이다.

<공구관련 ISO 기술분과위원회 현황>

TC SC 기술위원회명 지  위

29

소형 공구 P

2 드릴 및 리이머 P

5 회전 숫돌과 연마 공구 P

9 절삭 공구 P

10 나사,고정나사,뺀찌용 조립부속품 P

  현재, 세계 공구시장은 450억불 규모로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

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정도로 시장지배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시장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 성

장추세에 있으며 2010년까지는 정 가공용 공구분야를 중심으로 5%이상의 점

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세계공구시장 점유율>

(단위 : 억불, %)

구 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기타 계

금 액 130 60 45 22 12 181 450

구성비 28.9 13.3 10 4.8 2.7 40.9 100

※ 자료 :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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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향으로는 첨단공구 개발과 신소재의 발달로 난삭재 가공용 고정 공

구와 다기능 고성능 공구 등 고품질 위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선도국과의 품질격차 해소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구매의 주요 변수로 작용

하고 있다.

  툴링시스템 분야에서는 풍부한 어플리케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고능률, 

고정 , 고신뢰성을 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과 공구인식시스템

(TIDS)을 통한 툴링의 인텔리전트화가 예상된다.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하이테크 분야에 적

용 가능한 고품질의 공구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신소재나 신기술을 적용한 

고가의 신제품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자급하면서 낮은 인건비에 따른 생산원

가 절감으로 저가의 물량공세에 치중하며 세계 저가 공구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 일반기계
 가. 일반기계산업의 범위 및 특성

  기계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60년대 기

계산업 태동기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

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경제성장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거 일반기계, 전기기

계, 정 기계, 기계요소, 금속제품의 5대 업종으로 분류되며 다시 일반기계는 

금속공작가공기계, 냉동공조기계, 건설광산기계, 섬유기계, 농기계, 제지기계등

으로 나누어지고, 기계요소는 베어링, 볼트너트, 금형, 공구, 기어, 동력전달장

치등으로 분류되어 기계산업은 범위나 양적 측면에서 타 어떤산업보다도 광범

위한 역을 대상으로 우리산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기계산업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기계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시설 및 장비를 만드는 산업으

로 제조업의 생산성과 정 도를 결정하는 기반산업이다. 즉, 일반기계산업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전체 산업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며, 생산되는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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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이 다른 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수준을 결정할 정도로 국가 산업

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예를 들어 기계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1/1000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작기계를 통해 제작되는 기계는 태생적

으로 1/1000 이상의 오차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2차, 3차의 가공공정

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결국 최종제품의 정 도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 

  둘째, 일반기계산업은 단기간내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자본․기술집약형 

산업이며 부품․소재가 다양하게 소요되는 산업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전문

화 대형화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즉 많은 관련산업과 동시에 발전하여야 

함에 따라 기술력 확보에 장기간의 시간과 시설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상품화를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수요기반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기계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과 긴 한 기술교류와 산업협력이 요

구되는 산업으로 다기능화 와 시스템화를 추구한다.

  넷째, 일반기계산업은 수주중심 산업으로 산업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는 산업이

며 환경규제 및 SOC투자 등 국가 정책사업과도 접하게 연관되는 산업이다.

  위와 같이 기계산업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간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기간    

   산업

   2) 제조업의 생산성, 품질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선도 산업

     가) 기계의 품질과 성능이 생산제품의 경쟁력 등을 좌우 짧은 기간내  

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나) 부품소재가 다양하게 소요되는 산업으로서 전문화․고용화 체제 필요

     다) 관련산업과 병행 발전해야 함으로 기술력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

   3) 수요산업과 긴 한 기술교류 및 산업협력이 요청되는 산업

    - 첨단기술과 복합되어 성력화 , 다기능화, 시스템화 등을 추구

   4) 수주중심 산업으로 산업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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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계산업의 발전과정

   1) 태동단계(‘60년대)

    가) 기계산업 발전의 기초조건인 시장조성, 원자재 확보 및 기간산업 시

설, 전력,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주력

    나) 수출,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으로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

   2) 생산인프라 구축(‘70년대)

    가) ‘73년 창원기계공업단지 건설로 생산기반 구축

    나) 국산기계 구입자금 지원 확대 및 도입기계시설 국산화추진 등 기계공

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을 통해 철강, 자동차, 종합기계, 건

설중장비 등 산업기반구조의 고도화 시도.

   3) 경쟁기반 구축단계(‘80년대)

    가) 기술수준 향상, 국산화 제고 등 내수기반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나) 산업설비 수출촉진법에 의거 산업설비 수출과 연계된 기계류 수출 촉진

    다)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자립을 추진

   4) 산업구조의 국제화(‘90년대)

    가) 기계산업이 산업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시각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

    나) 기반기술 수준달성 및 공급기반 확충, 수요창출 도모

    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라)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재산업육성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5) 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2000년대)

    가)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육성

    나) 부품․소재의 첨단기술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라) 기계산업 재도약을 위한 부품․소재 자립화, 고도화를 통한 자본재산

업의 선진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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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발전형태 비교

한     국 일     본

․중소기업의 전문계열화보다는 단일기업

품목 위주의 수평적 팽창으로 전문성 결여

․대형설비위주의 양적 확대로 중소기업 

발전 둔화

․완제품 위주의 기술도입으로 자주 기술

이 취약하여 기술종속화 심화

․생산중심의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낙화

로 수입의존적 산업구조

․모기업과 계약기업간의 유대강화로 중소

기업의 병행발전

․대중소기업의 균형된 육성시책 등으로 

기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시

장 선점

․전체 부품소재, 기반기술 및 첨단 기술

개발로 자립 기술 확보 및 수출 산업화로 

발전

․기술중심의 연속적 수출산업구조로 지속

적 발전기반 구축

 다. 일반기계산업 동향 및 전망

  국내 일반기계류는 2000년도에 사상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초과달성하여 전

통제조업부문에서 명실상부한 수출주력 분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는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시장개척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국내 원천기술의 부족 및 설계능력의 한계 등으로 여러분야에서 핵심부

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해야만 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에 따라 무역 역조

의 대표분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 요 
내 수(10억원) 45,302 44,732 49,533 51,924

수 출(백만불) 11,325 11,086 12,502 15,377

공 급
생 산(10억원) 42,414 44,673 49,506 51,634

수 입(백만불) 13,879 11,132 12,523 15,620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SI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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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은 세계경기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남아지역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생산은 기계수주량 및 설비투자 증가로 전년대비 7.9%증가한 48

조2천억원을 기록하 고, 수입도 125억불로 전년대비 12.5%의 증가를 보 다. 

내수는 관련수요 산업의 호황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47조9천억원에 달했

으며, 수출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125억불을 기록하 다. 품목별로는 건설

광산기계, 섬유기계, 동력전달장치 등이 수출을 주도하 으며, 수입은 풍수력

기계, 기관 및 터빈, 금속공작기계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

의 경기침체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동남아지역을 중심으

로 건설기계, 섬유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하 고, 특히 중국이 주요 수출시장으

로 급부상하 다.

  2002년도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3년도 기계산업 수출은 2002년 대비 

23.0% 증가한 154억불을 기록하 고 수입도 2002년대비 24.7%증가한 156억불

에 달했다. 이같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하반기이후 선진국들의 경기회

복으로 인해 미국, 일본, 국, 독일 등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 고, 특히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 다.

  품목별로는 정 기계업종이 최대의 증가를 보 으며 건설기계, 공구, 금속제

품의 수출이 두드러졌다. 수입은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증가하 으며 냉동공조

기계, 광학기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 다. 

  일반기계산업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도 기준으로 전세계 수

출의 1.7%, 수입의 1.8%를 차지하여, 세계 14위의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다.

일반기계산업 수출입액 및 비중

(단위：억불,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세 계
수 출 5,531 5,570 5,650 5,695

수 입 5,557 5,625 5,690 5,725

한 국

수 출
(비중)

92
(1.7)

98
(1.7)

99
(1.5)

97
(1.7)

수 입
(비중)

98
(1.8)

174
(3.1)

125
(1.4)

120
(1.8)

* 자료：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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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일반기계산업분야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1) 국제 표준 동향

  급속한 공업발전과 더불어 기술과 제품간의 표준 및 호환이 더욱 중요한 이

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기계산업의 기술 및 제품경쟁 은 최근 표준

화의 경쟁으로 판정을 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화 경쟁은 경쟁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

쟁양상은 표준화의 목적, 기술의 발전단계, 제품의 특성등에 따라 기업의 표준

화 전략이 상이하게 전개되는 특성이 있다.

  최근 표준화 경쟁에 따른 과도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 정부, 각 단체

간에 다각적인 표준화협력을 추진하는 추세로서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혁명은 

정보화, 산업화로의 급속한 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모든 산업의 구

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표준화가 기술의 다양성과 진

보를 제약하거나 기존기술이 갖는 관성과의 마찰 등은 하나의 제약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기계산업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보일러 및 압력용기, 농업․건

설․산업기계, 기계 및 운전자의 안전성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

며 기존산업 등과 같이 꾸준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국제 표준

화 기구를 중심으로 공적표준으로서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2) 국제표준화 활동

  공적표준과 사실상 표준의 대응에 있어 사실상 표준은 관렵업계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공적표준을 중심으로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일반기계산업분야 공적표준화기구인 ISO에 우리나

라가 1963년부터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국제표준화

기구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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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산업분야의 TC/SC 지위 및 국제규격수

분야
TC/SC

국제규격수
P멤버 O멤버 N멤버 계

 진공기술

 섬유기계

 건설기계

 농업기계

 보일러및압력용기

 가스실린더

 기계류의 안전성

 공작기계

1

8

6

4

1

4

1

6

-

-

-

7

-

-

-

-

-

-

-

-

-

-

2

-

1

8

6

11

1

4

3

6

13

162

135

269

2

68

38

143

합계 31 7 2 02 830

 마. 표준화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1) 표준화의 필요성

  표준화의 필요성을 산업발전, 기술발전,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그 효과는 표준의 적용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할수가 있

으며, 우리의 환경에 맞는 국가표준의 제정 및 국제표준의 적시수용을 통하여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의 표준화 활동동향 파악으로 국제시장 

선점 및 확대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베일에 쌓 던 새로운 기술은 대부분 표준화회의     

에서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의 심도 있

는 참여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조기에 도입 확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나

라가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표준에 대한 기초․기반연구 결과

를 국제표준에 전략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시장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 표준 인터페

이스 및 접속 기준의 채택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규격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에 따라 싼값에 편리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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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표준화의 필요성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고대에는 비교적 단순한 생활방식과 환경이 존재하 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표준화의 대상은 인간 상호간의 이해와 사상전달을 위한 언어, 생산․유통거

래 및 소비생활을 위한 기준 또는 척도가 주이었으나, 그후 사회․경제적 환

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사회에서는 각종 호환성을 위한 치수관련 표준의 중요

성이 대두되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이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종 국제기구와 선진외국의 표준들을 그대로 수용하 을 경우의 문제점이 다음

과 같이 예상된다.

    - 첫째 표준화의 목적은 단순한 ‘상호 운용성’의 확보만이 아니고, 곧바로 

제품의 생산과 시장확보에 직결되어 있다. 종전처럼 표준이 다 만들어

진 후에 이를 참조하여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 되고 있다.

    - 둘째로, 각종 신기술의 개발 및 국제 시장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값싸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장이 바로 국제 표준화의 장이다.

    - 셋째로 국내에 설치된 기존의 장비 및 시설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표준

의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표준화에 참여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 및 방식들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표준이 만들어질 경우 엄청난 매몰 비용의 문제 등이 발생하

게 될 것이다.

    - 끝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국가의 주권 및 주체성에 문제로서, 우리가 

직접 표준화의 장에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표준화 문제

인 한 문제, 우리의 국민 또는 민족정서와 관련된 사항의 국제표준에

의 반 , 국가안보 및 국권과 관련된 사항의 반  등은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독립국가로서의 

주체성과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 부합화

  WTO/TBT 체제하에서 우리는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표준의 세계수준화 5개년 사업(2000∼2004)을 추진하여 국

제표준과의 부합화를 95수준이상으로 완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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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인 KS를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있어 기존의 KS가 국제규격과는 

체계가 상이한 관계로 우선적으로 부합화가 가능한 전달규격부터 국제규격과

의 부합화를 추진하 으며, 시험방법 등  방법규격과 제품규격에 대하여는 국

내 전문시험기관들의 현장 시험과 관련산업체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시

험 설비들의 문제점 과 시험가능여부 및 산업체의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검토

한 후, 문제가 없는 규격을 우선적으로 부합화를 추진하 다.

  특히, 제품규격은 KS 인증 업체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규격에 해

당하는 국제규격의 내용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부합화를 추진하 으며, KS

표시 미지정 품목의 경우 국제표준을 직도입하여 국가표준으로 새로이 제정하

고, 기존의 국제표준과 부합화 안된규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유지시킨 후에 

폐지하여 나가고 있다.

   3) 국가표준(KS)의 제․개정 추진 현황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표준(KS)을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시킴과 동시

에 매년 800여종의 국제표준을 직도입하여 국가표준화를 추진하므로서 국가표

준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제품규격은 가능한 국제표준을 직도입하

는 것을 배제하고 국제표준의 내용이 기존의 규격내에 포함되도록하는 수정 

부합화를 추진하므로서 관련 산업계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가표준을 

확충․정비를 추진하 다.

  따라서 2000년부터 일반산업기계분야의 규격수도 매년 500종 이상이 증가하

게 되었으며 2000년까지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국가표준화된 규격수만 723종이

나 증가하게 되었으며, 일반 기계분야의 분야별, 연도별 규격수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연도별 규격보유현황〉

(단위 : 종)

구분           연도 2002 2003 2004

기계기본 392 323 335

기계요소 318 27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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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구 208 207 210

공작기계 237 227 234

측정기구

물리기계
242 227 235

일반기계 및

열사용기기
425 434 438

산업기계 139 84 92

농업기계 135 99 104

계 2,096 2,593 3,206

※2003년도 및 2004년도의 규격에는 국제표준과 일치되는 규격이 각각 723종 및 

1,273종이 있으나 위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향후 표준화 추진계획

  금년(‘05년)도에는 KS의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완료하는 해로 정하고 국제표

준은 있으나 KS화하지 못한 것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제

표준을 직도입하거나 기존의 규격중에서 국제표준과 부합화시키지 못한 규격

(NEQ)을 우선적으로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표준과 부합화를 

적극 추진키로하고 기존 규격중에 국제표준의 직도입으로 중복되는 규격은 관

련업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감히 폐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아

래와 같이 800여종 제․개정할 계획이다.

    - NEQ 규격의 부합화 우선해소 : 45종

    - 국제표준의 직도입을 통한 선진화 : 550종

  또한 국제 제․개정시 국제표준과 부합화는 미도입 규격 중 전달 및 방법 

규격을 위주로 직도입하여 제정하고 신기술․신제품등 KS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로서

     ․제품규격은 국제적으로 호환성이 요구되는 분야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국산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국내개발․생산되고있는 품목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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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방침아래 국제표준과 부합되게 KS의 제․개정을 추진하되 매년 

800여종 이상을 신규로 제정하여 2005년까지는 일반산업기계 분야의 KS를 모

두 국제 수준으로 Up Grade 시키고 이후부터는 신규로 제정 되는 국제표준을 

즉시 KS화를 추진하여 국내에서 활용토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은 있으나 KS화가 되지못한 ISO표준 2,000여종 중 KS화가 

필요한 1,500여종을 3개년 계획으로 KS화를 추진키로하고, 금년에는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전달 규격을 ‘06년에는 제품규격을 도

입하기 전에 용어 등 전달규격을 ’07년에는 국내 활용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

는 제품규격을 직도입하여 보급함으로서 이후부터는 이 분야에서는 국제표준

의 제정과 동시에 국가표준인 KS화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3. 수송기계
 가. 자동차 분야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2004년 기준 년간 3,469천대로 세계 6위이

며, 수출이 69%, 내수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은 235억$로서 2003년 대

비 35% 증가하 으며, 이중 승용차는 73.5%, 상용차는 26.5%를 차지하 으며, 

수출 지역별로는 북미가 42.3%(미국 35.9%), 유럽이 34.1%를 차지하 다.

(단위 : 천대)

’95 ’00 ’04

판매량 2,534(100%) 3,106(100%) 3,473(100%)

내수
수출

1,556(61%)
978(39%)

1,430(46%)
1,676(54%)

1,094(31%)
2.379(69%)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제조업에 있어서 자동차산업의 비중은 2003년 현재 생산 11.1%, 부가가치 

11.5%, 고용효과 8.0%를 점유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다.(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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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량은 2004년 기준 GM 1,283만대, 

FORD 829만대, TOYOTA 756만대에 이어 현대자동차는 337만대로 세계 8위

(기아 자동차 포함)이다.

  자동차분야 표준으로서 KS 규격은 현재 827종이며, 2004년 1년동안 KS규

격을 제정 70종, 개정 38종, 확인 21종, 폐지 3종을 정비하 다. 

  자동차관련 국제규격은 ISO 규격으로 현재 출판 677종이며, 234종이 진행중

이다. 자동차 관련 ISO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31개가 있으며, 자동차 관

련 ISO 기술위원회는 ISO TC 22(도로차량)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모페드, 전

기자동차에 대한 규격을 다루고 있으며, 분과위원회(SC)는 23개이다. 그리고 

ISO TC 70(내연기관)에서 윤활유, 배기가스에 대하여, ISO TC 110에서 산업

용 트럭 관련한 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ISO TC 22(도로차량) 및 70(내연기관) 위원회 현황

TC SC 위원회명 TC SC 위원회명

22

도로차량

22

14 차의 외장품

1 점화장치 15 상업차량 및 버스의 부품 호환성

2 제동시스템 및 장비 16 화재 방지

3 전기 및 전자 장치 17 시정

4 캐러밴 및 경트레일러
19 차륜

5 엔진시험

21 전기 자동차6 호칭 및 질량의 용어와 정의

7 도로차량의 분사장치 및 필터 22 오토바이

8 조명 및 신호 23 모패드

9 차량역학 및 주행안전성 25 천연가스 자동차

10 충격시험절차 26 장애인을 위한 차량 접근성

11 안전유리 재료

70

내연기관

12 수동안전 충돌 보호장치 7 윤활유 필터 시험

13 도로차량에 적용되는 인간공학 8 배출가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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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자동차분야의 표준 선진화를 위하여 ISO의 국제규격 제․개정 등 국

제표준화 참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ISO 기술분과위원회에 정회원 가입을 확

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의 선진 규격을 국가표준으로 신속히 도입하여 국내

업계에 보급․확산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ISO와 같은 공적표준은 물론 국제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UN/ECE/WP29(세계자동차분야기술기준조화포럼)의 활동에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자동차 수출시의 무역장벽 제거 및 무역수지 흑자유지 기조

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의 기술개발 패러다임은 승객 안전 확보, 지구 환경보호를 

향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 발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기술로 대두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자동차 등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할 것이다. 국내 표준

은 물론 ISO, UN/ECE/WP29 등의 세계 주요표준에 우리나라 표준이 채택되

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통한 미래형자동차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

를 통하여 국내 업계의 선진기술확보는 물론, 국제적 표준강국으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나. 조선 분야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은 '60년 이후 10여년간('60'74)의 확장기와 '75'90년의 

구조조정기를 거처 '90년대 들어 대체수요기에 진입을 하여 선박의 대체수요

에 따른 대량발주로 '90년대 후반 5년간 발주된 세계 선박량이 그 이전 5년간

에 비해 연평균 약 50% 증가하 고 '00년은 사상 최대인 4,500만GT(Gross 

Ton : 총톤수)를 기록하 으며, '01년은 전년보다 20.8% 감소하 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절대규모로는 예년의 발주량 이상인 3,667만GT이었다.

  국가별 수주량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1990년 이후부터 세계발주

량의 70% 정도를 수주하여 왔으며, 또한 중국이 1980년대 후반에 세계시장에 

참여한 이후 2000년 약 5% 정도의 수주에서 2001년 10%가 넘는 수주량 확보

로 극동의 3개국이 세계시장의 85%에 이르는 선박 수주를 받으므로서 세계 

선박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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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는 생산시설 확충에 의한 수주량 확보 노력으로 

1999년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게 되었고(한국:40.9%, 일본: 30.0%), 2000년도이

후 충분한 물량확보(한국:45.8%, 일본:28.5%)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선박의 개

발에 박차를 가하여 2002년 이후 2004년 현재까지 특수분야 선박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보유국 및 세계 최고의 선박 수주국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운반선인 

LNG 운반선 등 특수 선박은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등 

이분야에서의 산업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 

활동도 아국이 국제간사(TC8/SC2,3)를 수임하는등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제표준 제안도 2 종을 제안하여 1종은 WD 단계이고 1종은 CD단계에 있으

며 `05년 8월에는 액체 화물선용 불러드 등 3종을 추가로 국제표준으로 제안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등 관련 단체, 업체 및 정부가 협동체제를 구

축하여 노력하고있는 분야이다. 

<세계 주요 조선국의 수주량 및 건조량현황〉

 단위 : 천GT, %

년도 구분 한국 일본 중국 EU 기타 세계

2002

건조량 GT 13,034 12,167 2,248 4,280 1,913 33642

비중 38.7 36.2 6.7 12.7 5.7 100

수주량 GT 8,719 12,363 3,070 1,411 2,335 28,898

비중 33.6 42.8 10.6 4.9 8.1 100

수주잔량 GT 27,179 24,832 9,188 8,431 6,075 75,707

비중 35.9 32.8 12.1 11.1 8.1 100

2003

건조량 GT 13,600 12,531 3,717 3,752 1,903 35,503

비중 38.3 38.3 10.5 10.6 5.4 100

수주량 GT 32,399 23,662 10,650 4,187 3,179 74,041

비중 43.8 31.9 14.4 5.7 4.3 100

수주잔량 GT 45,643 36,455 15,946 8.946 7.541 114,521

비중 39.9 31.8 13.9 7.8 6.6 100

2004

건조량 GT 14,765 14,334 4,493 3,515 3,515 39,540

비중 37.4 36.3 11.4 8.9 8.9 100

수주량 GT 24,974 27,307 9,052 5,502 5,502 72,766

비중 34.3 37.5 12.4 7.6 7.6 100

수주잔량 GT 54,355 49,708 20,466 10,473 10,473 146,013

비중 37.2 34.0 14.0 7.2 7.2 100

※ 자료 출처 : Lloyd's World Shipbuilding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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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박 건조량>

년도 구분

국내선 수출선 합계
증감

(%)척 GT 천$ 척 GT 천$ 척 GT 천$

2003 건조량 0 0 0 223 13,602,868 10,658,511 223 13,602,868 10,658,511 ▲12

2002 1 15,900 33,000 209 12,971,808 9,494,302 210 12,987,708 9,527,302 ▲13

2001 1 990 10,438 206 11,793,289 8,418,384 207 11,794,279 8,428,822

2003 수주량 5 44,250 88,250 465 28,143,948 23,897,134 470 28,188,198 23,985,384 ▲132

2002 0 0 0 230 12,773,511 10,042,581 230 12,773,511 10,042,581 ▽6

2001 0 0 0 185 10,832,193 10,685,082 185 10,832,193 10,685,082

2003 수주잔량 5 44,250 88,250 733 44,497,846 37,872,915 738 44,542,096 37,961,165 ▲150

2002 0 0 0 496 30,099,924 25,296,323 496 30,099,924 25,296,323 ▽3

2001 1 15,900 0 474 31,114,626 26,007,070 475 31,130,526 26,007,070 

    - 수출선의 경우 전체 수주량의 99%를 차지함.

    - GT (Gross Tonnage, 총톤수) : Capacity Tonage(용적톤)로서 선각으

로 둘러싸여진 선체 총용적으로 부터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에 관계되는 공간을 차감한 전 용적 

  제조업에 있어서 조선산업의 비중은 ‘99년 기준으로 생산액 3.3%, 고용3.0%, 

부가가치 3.6%, 수출 5.2%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조선산업은 2000년

도에 수주량 45.1%, 건조량 40.6%로 세계 1위 위치에 확고히 지키고 있다.

  조선분야 KS 규격은 594종이며, ISO 규격은 출판 212종이 있다. 조선 관련 

ISO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총 13개가 있으며, 이중 12개 분야에 우리나

라가 정회원으로 가입된 상태이다. 

  조선 관련 ISO 기술위원회 중 ISO TC 8(선박 및 해양기술)에서는 선박의 

배관 및 기계류, 향해, 구조, 복합수송 및 연안수송에 대한 규격을 다루고 있

으며, ISO TC 188(소형선박)에서는 선체 24m 이하의 소형 선박에 대한 규격

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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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 8 선박 및 해양기술 분과위원회(SC) 현황

SC 위원회 명 SC 위원회 명

SC 1 인명구조 및 화재예방 SC 7 내륙 항행선

SC 2 해양 환경 보호 SC 8 구조 

SC 3 배관 및 기계류 SC 9 일반요건

SC 4 외장품 및 갑판 기계류 SC 10 컴퓨터 응용

SC 5 선교설계 SC 11 복합수송 및 연안수송

SC 6 항해

  국내의 표준화 활동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에 있으며, 2002년 2월 16일 우리나라가 

ISO TC8/SC8 (선박구조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국으로 확정되는 등 

조선분야에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다. 항공 분야

  세계 항공우주분야 생산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2,400억불이며, 이중 60%정

도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40%를 국, 프랑스 등 주요 6개국이 생

산하고 있다.

세계 주요 7개국의 생산규모

(억불)

           연도
  국가명

1999 2000 2001

미국 1,511 1,462 1,531

국 283 276 265

프랑스 222 226 226

독일 126 125 137

캐나다 115 125 150

이탈리아 50 50 50

일본 121 127 115

합계 2,428 2,266 2,474

자료 : 일본 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 항공우주산업』(2002)

주 : 러시아, 중국 등 동구권 국가 제외 (러시아 등은 약 1,000억불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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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공산업은 기술수준이나 생산규모면에서 초기 독자 개발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2002년 기준으로 항공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는 0.05%, 생산이 0.32%, 부가가치 0.35%, 고용효과는 0.45 수준

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항공산업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1

계
매출액 수출액 소계 매출액 수출액 소계

완제기 5,418 - 5,418 7,486 - 7,486 31,397

기  체 535 2,157 2,692 855 2,040 2,895 14,958

엔  진 2,409 777 3,186 2,098 1,716 3,814 14,688

소  재 51 1 52 39 4 43 259

보조장치 85 22 107 198 84 282 1,795

계 8,498 2,957 11,455 10,676 3,844 14,520 63,097

  항공분야 KS 규격은 현재 434종이며, 2004년 1년동안 KS규격을 제정 42종, 

개정 15종, 확인 25종을 정비하 다.

  항공분야 국제규격은 ISO 규격으로 현재 출판 435종이며, 165종이 진행중이

다. 항공 관련 ISO 기술위원회는 ISO TC 20 (항공기 및 우주선)이며, 분과위

원회는 9개가 있으며,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 기호화, 항공기 화재 방지, 항공

기 품질 만족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규격화하고 있다.

ISO TC 20 항공기 및 우주선 분과위원회(SC) 현황

SC 위원회 명 SC 위원회 명

SC 1 항공 전기 요건 SC 10 항공기의 유체시스템 및 부품

SC 4 항공기의 패스너 시스템 SC 13 우주데이터 및 정보전송시스템

SC 6 표준 대기 SC 14 우주 시스템 및 작동

SC 8 항공기 용어 SC 15 기체 베어링

SC 9 항공화물 및 지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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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항공기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TC20)의 정회원으로 가입하

으나 국내 항공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국제표준화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나 작년부터 정부에서 항공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소형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을 서두르고 있어 향후에는 항공산업도 활성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항공분야의 국가표준도 국제표준을 직도입하는등 동 분야의 국가표

준을 국제수준으로 확충시킬 필요성이 있어 금년에는 동 분야 국제표준화 회

의에 우리원 및 외부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등 국제표준제정 초

기 단계부터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수송기계분야 규격현황 및 산업비중

2004. 12월 현재

분   야 자  동  차 조  선 항  공

KS

소속부회
수송부회
(KS R)

조선부회
(KS V)

항공부회
(KS W)

규 격 수 650 501 277

2003년 
실적
(종수)

제정 146 59 44

개정 65 63 27

확인 28 37 39

폐지 2 6 0

ISO

기술위원회
TC 22
도로차량

TC 70
내연기관

TC 110
산업용 
트럭

TC 8
선박 및 
해양기술

TC 188
소형선박

TC 20
항공기 및 우주선

분과위원회수 23 2 3 11 0 9

해당규격수 528 59 37 175 60 420

진행규격수 212 7 21 55 32 152

산업비중
(%,제조업 
대비,2001)

업 체 수 3,456개 (3.3%) 893개 (0.8%) 54개 (0.04%)

종업원수(월평균) 200천명 (7.8%) 87천명 (3.0%) 7천명(0.27%)

생 산 액 62조원 (10.7%) 19조원 (3.3%) 1.6조원(0.27%)

부가가치 24조원 (8.7%) 7조원 (3.6%) 0.8조원(0.22%)

수 출 액(2002) 137억$ 105억$ 3.7억$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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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계
 가. 개요

  건설기계란 토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을 말하는 것으로, 기계

적인 동력을 이용하여 인력, 축력에 가름한 기계의 능력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작업을 능률화함으로써 인간의 생활 쾌적화를 위한 도로, 하천, 철도, 상․하

수도, 발전, 항만, 댐, 방파제, 농지조성 및 개량 등의 공사에 효과적으로 이용

하는 공사의 집행 수단에 쓰여지는 기계가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기계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산업

    - 국가기간 산업으로 대규모 시설투자 필요

    - 기술개발의 기간이 길고 장기적인 기술투자 필요

  ㅇ 환경친화적 제품성능이 요구되는 산업

    -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시장진입장벽으로 대두

    - 배기가스 , 소음진동대응 시급

  ㅇ 제품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업

    - 제품판매 전략상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생산기종 다양화 필요

    - 중요한 수요자군의 하나인 Rental 업체의 기종 다양화 요구

  ㅇ 발전기간이 짧은 산업으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

    - 중화학분야에 대한 산업합리화조치(1980)로 민간업체 투자 제한 및 기

종 다양화기간 부족 : 1988년 자율경쟁 생산체제 개시

    - 세계수요에 대처한 육성책 시급 :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등

  ㅇ 장비사용 특성상 Rental 산업화가 필요한 산업

    - 건설업체의 수요 pattern이 보유개념에서 Rental 업체이용으로 변화

    - 국내건설업체의 해외건설의 경우 해외 Rental사 장비 이용

    - 따라서, 국내 Rental 산업육성 및 Rental Fleet화가 수요촉진의 중요 

관건

  ㅇ 종합 기계기술산업

    - 기계산업의 전반에 종합적인 기술이 요구

    - 축적된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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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현황

   1) 세계 건설기계산업 현황

 □ 세계 시장규모

  ㅇ 세계 총생산은 2004년 870억불, 연평균 4.0%대 성장

    - 조선 및 공작기계의 2배 규모

  ㅇ 미국, 유럽, 일본이 세계 총 생산액중 93%점유

    - 한국 2.6%점유(세계 7위)

  ㅇ CATERPILLAR(미국), KOMATSU(일본), TEREX(미국), VOLVO(스웨

덴), LIEBHERR(독일), CNH(네덜란드), INGERSOLL -RAND(미국), 

HITACHI(일본), DEERE&COMPANY(미국) 이상 9개사가 전체 건설기

계생산의 63% 점유

    - 대우 1.4%로 16위, 현대 1.2%로 18위

<세계 생산 및 수출>

                                                (단위:억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F)

년 평균

증가율

생 산(A) 791 810 840 850 870 920 3.0

수 출(B) 292 289 294 310 321 340 3.1

   B/A 37.0 35.7 35.0 36.5 36.4 36.9

자료원 : Machinery Outlook, Off Highway Research

 □ 주요 업체 현황

   (단위:억불,%)

구  분
CATERPILLAR
(미국)

KOMATSU
(일본)

TEREX
(미국)

VOLVO
(스웨덴)

LIEBHERR
(독일)

매출액 137 65 39 32 31 

점유율 20.8 9.9 5.9 4.9 4.7

전년비 14.2 18.3 39.3 34.7 19.6

자료원 : International Construction, Off-Highway Research , Machinery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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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 건설기계산업 발전과정 

  ㅇ ‘50년대 : 태동기(미군으로부터 불하 사용)

  ㅇ ‘60년대 : 완제품 수입단계, 경부고속도로건설 

  ㅇ ‘70년대 : 기술도입 및 투자 본격화(내수기반 확충)

    - 선진국과 기술제휴(굴삭기, 지게차 등)

    - 현대양행, 대우중공업의 제한경쟁체제(1978)

  ㅇ ‘80년대 : 구조조정기(내수 중심, 수출 개시)

     - 대우그룹 일원화→ 한국중공업, 대우중공업으로 

        2원화(1980) →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2원화(1983)

    - 기업자율 생산체제 돌입(1988), 현대중공업 OEM 수출

  ㅇ ‘90년대 : 건설기계 혁신기(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 고유 모델 생산 및 자체 브랜드 수출

    - 해외 합작투자 및 삼성중공업 매각 

  ㅇ 2000년대 : 환경친화적 장비개발 재 도약기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중국시장 진출 

   3) 우리나라 건설기계산업 위치  

  ㅇ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중국 등에 이어 7위 생산국

  ㅇ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시장의 약 7.7% 점유

    - 굴삭기 세계 수출 5위, 지게차 6위, 휠로우더 10위

                                                (단위:백만불,%)

구  분 2001 2004 2005
(F)

2010
(F)

년평균증가율
(2001-2010)

세
계

생산(A) 81,000 87,000 92,000 115,000 4.0

수출(B) 28,900 32,100 34,000 42,000 4.2

한
국

생산(C) 1,480 3,407 3,266 8,571 21.5

수출(D) 1,154 2,461 2,521 6,000 20.1

점
유
율

(C/A) 1.8 3.9 3.6 7.6

(D/B) 4.0 7.7 7.4 14.3

자료원 : Machinery Outlook,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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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시장

  ㅇ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내수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고전

  ㅇ 1999년부터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다 2002년부터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보임

  ㅇ 2004년 내수판매는 IMF 이전 최전성기(1996년) 대비 70% 수준까지 회복

  ㅇ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2005년 내수판매 감소 

불가피 전망

 □ 수출시장

  ㅇ 2002년 이후 중국 건설기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수출 증가 견인, 국

내 업계 중국 시장 점유율 수위 고수

  ㅇ 2003년 이후 북미 및 유럽 등 기존 주력 시장의 경기 회복추세에 따른 

건설기계 수출 증가세 유지

  ㅇ 2004년 중국 긴축정책의 타격 이후, 중동 및 중남미 등 수출선 다변화 

노력의 실효로 수출 증가세 유지

  ㅇ 환율급락, 유가상승, 중국 시장 정체 등 대외 수출 여건 악화로 2005년 

수출 증가세 대폭 둔화 전망

<건설기계 수급실적>

   (단위: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년평균증가율
(2000-2004)

생  산 1,651 1,521 2,042 2,630 3,081 8.1

수  입 199 108 211 262 277 4.2

계 1,850 1,629 2,253 2,892 3,358 7.7

내  수 993 722 1,058 1,054 1,264 3.1

수  출 1,252 1,154 1,489 1,841 2,461 8.8

자료원 : 관세청,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다. 산업표준화 동향

   1) 우리 나라 표준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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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대우종합기계(주), 현대중공업(주), 볼보건설기계 (주)등 대기업

에서 각각 자체규격을 제정하여 표준화를 관리하 으나 WTO출법 이후 무역

에서 국제표준화규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

며,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를 통하여 KS규격을 ISO규격과 일치화 하여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2002년부터 ISO규격을 KS규격과 일치화하는 계획을 세워 

2005년까지는 100%일치화 할것으로 추진중에있다

또한 건설기계관련 ISO/TC 및 SC 국제회의에도 저극적으로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회원으로서 투표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6년에는 ISO/TC96 (크레인)의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이

다. 특히 건설기계는 배기가스, 소음, 진동 등 환경관련 규제 항목이 많기 때

문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제표준화 동향

  건설기계분야에 대한 주요국가의 표준화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21세기 표

준화를 통한 국제시장선점을 목표로 ISO/TC 및 SC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가하고 있으며, 세계최대의 건설기계시장으로 급부상하여 2005년까지 국가규

격을 100%까지 ISO규격과 부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ISO규격

이 대부분 유럽 국가표준으로 체택하고 있어 건설기계산업 표준을 선도해 나

가고 있다.

  미국은 민간표준을 중시하다가 뒤늦게 세계표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NIST)을 국가의 표준화 총

괄기관으로 격상하고 각종 기준을 통합․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SO/TC127

(토공기계) 및 SC2(안전 및 승차조건)의 간사국을 미국표준협회(ANSI)에서 

담당하는  등 토공기계분야에서 막강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자국의 기술만 믿고 국제표준을 경시하여 세계시장확보에 문제

점이 발생되자 시장선점에 많은 실패를 겪었으며 2000년 5월에 21세기 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건설기계분야 표준화에 대하여 한국, 대만 등과 공동협

력체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ISO/TC127(토공기계)중 SC3(운전 

및 유지) 간사국을 일본건설기계화협회(JCMA)에서 맡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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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및 ISO규격 현황>

<ISO/TC 및 SC 현황> 

ISO규격 KS규격 비   고

ISO/TC96 (크레인) 70 78

ISO/TC127 (토공기계) 100 111

ISO/TC195 (건설기계) 10 26

계 180 215

TC SC
가입

현황
명칭 간사국

국내

간사기관

96

0 P 크레인 BSI

한국산업안전공단

2 P 용어 GOSTR

3 P 와이어로프선정 BSI

4 P 시험방법 GOSTR

5 P 사용, 작동 및 정비 JISC

6 P 이동식 크레인 ANSI

7 P 타워크레인 AFNOR

8 P 지브크레인 BSI

9 P 브리지 및 겐트리크레인 SFS

10 P 디자인-원칙 및 요건 DIN

127

0 P 토공기계 ANSI

한국건설기계공업

협회

1 P 성능 및 시험방법 BSI

2 P 안전 및 승차조건 ANSI

3 P 운전 및 유지 JISC

4 P 용어, 분류 및 등급 DIN

195 0 P 건축기계류 및 장비 P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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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밀기계(광학)
 가. 기술동향

   1) 개 요

  ◦ 광학은 현미경, 카메라 등 기존산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반도체, 의료

기기, 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의 생산성향상과 정 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며, 광학재료, 성형, 가공, 코팅 등에서 고도의 복합기술을 필

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관련산업의 파급효과가 크다.

    - 국내 광산업은 90년대 카메라, 복사기, 쌍안경, 현미경 등 결상계 광학

기기에서 2000년대 이후 광디스크, 광소자, 레이저 등 광응용기기 산업

군으로 확대

    - 첨단 광기술 확산에 따라 전자 상, 반도체, 정 가공, 계측, 의료 등 응

용제품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

   2) 세계시장 비중

  ◦ 우리나라 광학산업은 세계시장의 0.9% 수출은 0.7% 차지

    -향후 수출증가를 통해 2010년에는 23억$ 세계시장의 0.8% 예상

광산업 세계시장 비중

                                                           (단위:억$) 

  구    분  2000  2005 2010

세계시장 890 1,770 2,690

한 국

생    산 

(점유율 %)

7.6

(0.9)

15.8

(0.9)

29.6

(1.1)

수    출

(점유율 %)

5.1

(0.6)

12.0

(0.7)

23.1

(0.8)

※출처: 한국광학기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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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급현황

  ㅇ 생산은 2002년까지 생산이 감소하 으나 2003년 이후 수출증가로 회복 예상

  ㅇ 동 기간 수출은 광학기기 메이커들의 꾸준한 생산기반과 설비투자 로 증

가 예상

  ㅇ 수출은 렌즈, 카메라, 복사기 등 결상기기부문이 주도

     - 2003년 기준 892백만불(생산의 72%) 점유

  ㅇ 수입은 결상기기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부품과 반도체설비중 광 응용기기

가 주 수입품목이며 대부분 대일지역에서 수입 

(단위: 백만$)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전망

2005 2010
생  산 756 710 590 1,240 1,580 2,960

수  입 1,132 860 1,054 1,185 1,410 1,820

수  출 508 472 407 892 1,200 2,310

내  수 1,380 1,098 1,237 1,533 1,790 2,470

※출처: 한국광학기기협회

  ㅇ 국내 제조업체 동향

    - 삼성테크윈, 이오테크닉스 등에서 렌즈, 카메라 등 광응용기기와 레이저 

마킹기 등 산업용 레이저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4) 광학소재 및 부품

  ◦광부품 및 소재산업은 광산업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핵심

요소 제품임.

  ◦광부품산업의 국내시장규모는 2003년기준 571억원 수준으로 향후 2005년

까지 연평균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 광소재산업의 시장현황과 전망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광소재 387 453 532 607 679 571 825 901

광재료 262 298 356 404 453 503 555 609

소재부분품 125 155 176 203 226 248 270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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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구면렌즈의 경우 수출 주력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DVD, Camera, 등

의 물량 확대로 국내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최근 들어 기존 비구면

렌즈 생산업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신규업체 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

고 있음. 

  ◦ 향후 국내 비구면렌즈 수요는 렌즈가 채용되는 정보기기산업의 생산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임.

   5) 산업용 레이저

  ◦ 우리나라 레이저산업은 레이저 절단기, 용접기, 마킹기 등 일부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단계에 진입 

  ◦ 1990년대 도입기를 지나 2000년 이후 본격 성장기에 접어든 산업용 레이

저는 시장규모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단위(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 2005

생산 900 630 890 1,030 1,250 1,550 1,900

내수 1,100 740 1,060 1,230 1,500 1,900 1,400

  ◦전자,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산업 등에서 고직접도, 고기능, 초소형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첨단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레이저 마킹기, 용접기, 미세가공기 등의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나. 표준화 동향

  ◦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세계 각국은 표준과 인증 등을 새로운 기술 무역장

벽 및 후발업체의 시장진입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관련 

표준의 선진화와 국제표준화활동 강화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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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학분야 ISO규격은 228종, KS규격은 168종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규격은 아직 국제규격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ISO규격과의 부합화 104종(부합화율 45%)으로 국제표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광학분야의 국가규격을 확대하

기 위하여 ‘04년도에 23종의 ISO규격을 KS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하

으며, 매년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여 광학분야의 선진화 기반

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표준화 동향

  ◦ 광학분야의 국제표준은 ISO/TC172(광학) 기술위원회에서 광학 및 광학

기기분야의 용어,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분야의 표준화에 대하여 다

루어지고 있으며 광학기본표준, 광학소재 및 부품분야, 측지 및 조사기

기, 망원경시스템, 현미경 및 내시경, 안광학, 전자광학분야에 대한 국제

표준규격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회원국 : 총 41개국 (정회원 : 12개국, 준회원 : 29개국) 

    - 보유 규격수 : 228 종(프로젝트 단계 규격안 : 77 종)

광학분야 TC/SC 현황

TC SC 명칭 간사국 국내간사기관 지위

172

1 광학 기초규격 독일 광기술원 P

3 광학재료 및 부품 프랑스 광학기기협회 P

4 망원경 시스템 러시아 〃 P

5 현미경 및 내시경 독일 〃 P

6 측정 및 측량기구 스위스 광기술원 P

7 안광학 렌즈 및 광학기기 독일 〃 P

9 전자광학 시스템 독일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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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체기계
 가. 개 요

  유체기계란 유체(액체, 기체)를 작동물질로 하여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고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적 에너지로 변환하

여 사용하는 기계로 정의하며, 유체기계를 작동유체에 의하여 분류하면 수력

기계와 공기기계로 분류할 수 있다.

  유체기계산업 분야는 광범위하지만, 이 절에서는 수력기계의 대표적인 기종

으로서 펌프분야에 대한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소개한다.

   1) 펌프의 정의

  ◦ 유체에 에너지를 주어 유체를 저압부로부터 고압부로 보내는 기계로서 

압력작용에 의하여 액체 또는 기체의 유체를 관을 통해서 수송하거나, 

저압의 용기속에 있는 유체를 관을 통하여 고압의 용기속으로 압송하는 

기계

   2) 펌프의 발전과정

  ◦ BC 2000년경 : 두레박 사용

  ◦ BC 1000년경 : 스크류펌프 개발

  ◦ 로마시대 : 왕복동펌프 개발, 인력, 동물의 힘을 동력원으로 이용

  ◦ 1850년대 : 원심펌프 개발, 증기동력의 출현

  ◦ 1850∼70년대 : 세계적 펌프회사 출현(Byron Jackson, Ahlstrom, Goulds, 등)

  ◦ 1910∼20년대 : 일본 펌프회사 설립(Ebara, Torishima, Teikoku 등)

  ◦ 1950∼60년대 : 한국 펌프회사 설립(효성, 신신, 청우 등)

   3) 펌프의 종류

    가) 터어보형

  ◦ 원심식 : 벌루트형 원심펌프, 터빈형 원심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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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류식 : 벌루트형 원심펌프, 디퓨져형 원심펌프

  ◦ 축류식 : 축류펌프

    나) 용적형

  ◦ 왕복식 : 피스톤, 플런저, 다이아프램  등

  ◦ 회전식 : 기어, 베인, 나사, 캠, 스크류 등

    다) 특수형

  ◦ 와류펌프(마찰펌프)

  ◦ 제트펌프(분사펌프)

  ◦ 수격펌프

  ◦ 관성펌프

  ◦ 기포펌프

  ◦ 진공펌프

 나. 산업현황

   1)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

  ◦ 펌프는 지구상에서 그 수요가 가장 많은 기계 중 하나로서 상/하수도, 

농/광업, 발전, 건축, 소방, 섬유화학, 섬유, 제지, 식음료, 제약, 의료기기, 

선박, 자동차, 담수화플랜트, 우주항공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총사용 전력

량의 약 20∼30%를 소비하는 최대의 에너지 다소비 기계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기준 780억 kWh를 펌프가 소비한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는 가정용 소비전력량 370억 kWh의 2배, 전체 제조업 소비전

력량 1,300억 kWh의 60%에 달하는 양임.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가정해 본다면 연간 230억 

kWh의 전력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총소비 전력량의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서 광원전 1∼4호기의 총발전량 220억 kWh에 맞먹고, 

전력요금으로는 2조 2000억원에 이르며, 이와 같은 전력절감은 매년 100

만 kW급 원전 4기의 건설비용 8조원 및 에너지수입액 12억불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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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장 동향

  ◦ 전세계 펌프시장은 연평균 3.1%씩 성장하여 2004년에는  약 270억불(약 30

조원)의 시장규모이며, 펌프 제조업체는 약 10,000여개사에 달하고 있음.

  ◦ 상위 5개사(ITT, Flowserve, Grundfos, Ebara, KSB)의 매출이 60억불로 

전체시장의 22%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가) 해외 현황

  세계 주요국가의 펌프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서 세계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3배를 넘을 만큼 방대함.

  ◦ 지역별 펌프 시장

지역

아메리카

(37%)
유럽(38%)

일본 아시아 기타지역

미국 독일 프랑스 국 이태리

비율(%) 30 10 6 5 5 15 7 3

◦ 형식별 펌프 시장

형식 원심형 로터리형 왕복동형 다이어프램형 기타

비율(%) 64 12 11 9 4

◦ 용도별 펌프 시장

용도
물

(Water)

오일 및 가스

(Oil & Gas)

공조용

(HVAC)

화학

(Chemical)

발전소

(Power)

식품

(Food)

펄프

(Pulp)

금속

(Metals)
기타

비율(%) 16 16 16 14 11 6 4 4 13



제8절 기계․소재․부품분야  785

    나) 국내 현황

  국내 펌프산업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보면, 원화가치, 임금, 주물 공급문

제 등 가격경쟁력 면에 있어 선진국은 물론 후발국가에도 경쟁력을 상실해가

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으로 펌프와 관련한 원천기술을 독자적으

로 확보함은 물론 시장을 다양화하는 등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단위 : 천불)

    연도

 품목

1998 1999 2000 2001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산업용펌프 2,134 52,454 -50,320 5,329 61,330 -56,001 13,172 73,605 -60,433 10,588 70,499 -59,911

연료, 윤활유

급유용펌프
29,637 117,056 -87,419 32,952 154,293 -121,341 45,263 162,716 -117,453 32,904 217,883 -184,979

양수기 17,388 36,721 -19,333 14,086 118,245 -104,159 30,047 39,506 -9,459 25,980 54,090 -28,110

기 타 25,161 195,960 -170,799 36,239 310,044 -273,805 45,116 210,219 -165,103 44,656 214,509 -169,853

총 액 74,320 402,191 -327,871 88,606 643,912 -555,306 133,598 486,046 -352,448 114,128 556,981 -442,853

※ 기계산업 정보망 자료조사를 인용하 으며, 산업현장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수지식 

펌프, 공기 펌프, 진공 펌프, 콘크리트 펌프 및 액체 엘리베이터는 제외한 자료임.

※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수 펌프(약 1억불/년간), 석유화학 플랜트용 펌프, 시추

선용, 선박용, 초고압용 등의 특수용 펌프 등은 특히 수입비중이 높음.

   3) 기술개발 추이

  ◦ 대형 펌프설비의 컴팩트화가 요청됨에 따라 유동해석기술, 진동해석기술 

등 고도의 설계기술을 이용하여 고유속, 고속 소형화 추세로, 배관계의 

맥동전파에 대하여도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어 펌프장, 배

관계를 포함한 저소음화 구현 및 무급수 베어링을 채용

  ◦ 시스템 종합효율의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이 요구되어 대용량,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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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펌프의 3차원 내부 유동해석에 기초한 고효율화, 용수로의 낙차 에

너지를 이용한 수차 구동 양수 펌프, 컴퓨터에 의한 관로 제어방식의 

채용, 고효율 운전시스템의 도입 및 회전수 제어펌프의 채용이 증가하

고 있음.

  ◦ 효율 1%의 향상이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율

을 향상시키는 에너지절약기술은 필수적이며, 지구 온난화와 관련 펌프

효율의 개선/향상, 가변속 구동기(유체커플링, 인버터)의 채용확대, 저유

량 역문제(특성, 현상), 비용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개발이 추진되

고 있음.

   4) 펌프시장 및 기술의 전망

    가) 펌프시장 규모

(단위: 억원)

용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건물용 890 960 983 994 900

산업용 540 669 724 767 790

관 수 617 531 574 515 570

한 전 422 539 241 237 221

계 2,469 2,699 2,522 2,513 2,481

    나) 펌프기술의 향후 전망

  ◦ 설계, 해석, 개발에 관련된 기술

    - 유동해석 : 비정상(Unsteady) 계산, 역설계기법 실용화

    - 2-Phase 펌프의 실용화 : 우주, 원자력 펌프의 대기운전

  ◦ 생산, 가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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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주물화, 세라믹/플라스틱/티탄합금 등 신소재의 적용 확대

  ◦ 운전, 제어기술

    - 광역관리, 원격제어, 무인화

  ◦ 보전기술

    - 컴퓨터에 의한 기기 이력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진동 추이 관리

 다. 표준화 현황

   1) 한국산업규격 현황

    가) 펌프분야 KS 인증현황

No 규격번호 규  격  명
KS

심사기준

KS 인증

업체수

1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 11

2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 10

3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 22

4 KS B 6504 공사용 수중 펌프 ○ 6

5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 17

6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 ×

7 KS B 8206 보일러용 온수 순환 펌프 ○ 1

    나) 펌프분야 관련 KS규격

  2000년부터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를 위해 국제표준의 직도입(IDT) 및 

수정부합화(MOD)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펌프관련 KS규격 보유현

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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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규격번호 규  격  명

1 KS B 0061 터어보형 펌프 용어

2 KS B 0113 수차 및 펌프 수차 용어

3 KS B 6016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4 KS B 6017 증기 분사식 공기 이젝터 성능 시험 방법

5 KS B 6018 수차 및 펌프 수차의 모형 시험 방법

6 KS B 6276 깊은 우물용 원심형 전기 우물 펌프

7 KS B 6301 원심 펌프 . 사류 펌프 및 축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8 KS B 6302 펌프 토출량 측정 방법

9 KS B 6304 보일러 급수용 원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0 KS B 6305 자흡식 원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1 KS B 6306 기름용 원심 펌프의 시험 검사 방법

12 KS B 6307 기어 펌프 및 나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3 KS B 6308 왕복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4 KS B 6309 복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15 KS B 6310 얕은 우물용 전기 펌프

16 KS B 6316 건 타입 기름 버어너용 기어 펌프

17 KS B 6317 건 타입 기름 버어너용 전자 펌프

18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19 KS B 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20 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21 KS B 6325 모형에 의한 펌프 성능 시험 방법

22 KS B 6328
유압-용적식 유압펌프 및 용적식 유압모터-축단에 프랜지를 붙이기
위한 치수 및 표시기호 제2부:2구멍 및 4구멍 플랜지 및 축끝-미터계

23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24 KS B 6362 유압 펌프 및 유압 모터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25 KS B 6504 공사용 수중 펌프

26 KS B 6506 유압 플런저 펌프

27 KS B 6889 석유, 중화학 및 가스 산업용 원심 펌프-기본 설계

28 KS B 7501 소형 벌류트 펌프

29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30 KS B 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31 KS B 8206 보일러용 온수 순환 펌프

32 KS B ISO 3069 한쪽 흡입 원심펌프-미케니컬 실과 소프트 패킹용 빈 공간의 치수

33 KS B ISO 3661 단흡입 원심펌프-바닥판 및 설치 치수

34 KS B ISO 5198 원심, 사류 및 축류펌프-수력성능 시험규격-정  등급

35 KS B ISO 5199 원심펌프의 기술 시방-2급

36 KS B ISO 2858 한쪽 흡입형 원심 펌프(16 bar 기준) - 호칭, 정격 운전점 및 치수

37 KS B ISO 9908 원심 펌프의 기술 시방서 - 등급 Ⅲ

38 KS B ISO 14847 로터리 용적형 펌프 - 기술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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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04년도 규격 제정

규격번호 규격명 비  고

KSB ISO 14847 로터리 용적형 펌프 - 기술적 요구사항

KSB ISO 2858
한쪽 흡입형 원심펌프(16bar 기준) - 호칭,
정격 운전점 및 치수

KSB ISO 9908 원심펌프의 기술 시방서 - 등급 Ⅲ

    라) 향후 표준화 추진계획

  ◦ KS규격 및 심사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업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작성하고, 관련 전문위원회 

및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현실성 있게 검토함

  ◦ 관련 업체 및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 진동 등 안전기준 강

화와 효율기준 향상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강화할 계획임

   2) 국제표준화 현황

    가) 펌프의 ISO 현황 (TC 115 Pumps)

  ◦ 간사기관 : 프랑스(AFNOR)

  ◦ 의장 :  M. Rene-Andre Barbarulo (프랑스) 

     간사 :  M. Patrice Conner 

  ◦ 범위 : 

     ․치수 및 기술 시방(dimension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모든 액체에 적용되는 터보형 펌프(rotodynamic pumps) 및 용적형 펌

프(positive displacement pumps)에 대한 시험방법 및 승인조건 (펌핑

하는 모든 장치 포함)

     ․설비 및 특수용, 폐수에 대한 터보형 혼합기(rotodynamic mixers)

  ◦ P-멤버 국가수 :  21개국

     프랑스(AFNOR), 호주(SAI), 중국(SAC), 스페인(AENOR) 등

  ◦ O-멤버 국가수 :  20개국 

     벨기에(IBN), 브라질(ABNT), 쿠바(NC), 그리스(ELOT) 등

  ◦ 위원회 명칭(Committe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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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115/WG 5  용어의 정의 (의장국 -독일 DIN)

     ․TC 115/WG 6  음향학 (의장국 - 독일 DIN)

     ․TC 115/SC 1  펌프의 치수 및 기술시방

     ․TC 115/SC 2  측정 및 시험 방법

     ․TC 115/SC 3  설치 및 특수용

  ◦ 국제회의 일정

     ․2004. 5. 19.   Eastbourne ( 국) : TC 115, TC 115/SC 3

     ․2005. 2.       미국 : TC 115 

     ․2006. 2.       미국 : TC 115/SC 3

    나) TC 115 규격현황

TC/SC Member Title 규격수 KS 부합화 비고

TC 115 P
Pumps
(펌프) 1

SC 1 P
Dimension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of pumps
(펌프의 치수 및 기술시방)

8 2

SC 2 P
Methods of measurement
 and testing
(측정 및 시험방법)

2

SC 3 O
Installation and
special application
(설치 및 특수용)

2

    다) 2004년 실적(투표 회신)

문서번호 문서명 투표일시 비  고

N 259
(Revision of EN I
SO 15783)

Seal-less rotodynamic pumps - Clas
s Ⅱ - Specification

2004. 4. 15

N 264 ISO/
CD 21630

Pumps - Testing - Submersible Mixe
rs for Wastewater and 
similar Applications

2004. 7. 2

N 267 ISO/
CD 10816-7

Mechanical vibration - Evaluation of m
achine vibration by measurements on 
non-rotating parts - Part 7: Rotodyn
amic pumps for industrial application 
including measurements on rotating s
hafts.

2004. 7. 27

N 017 ISO/
DTR 17766

Effects of Liquid Viscosity on Rotod
ynamic(Centrifugal and 
Vertical) Pump per Performance

200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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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화기기
 가. 기술 동향

   1) 개요

  요즈음 얘기되고 있는 ‘아시아 붐’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중국, 일본, 한

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세

계의 생산공장’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로 진

출하고자 하는 세계적 기업들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권에서 지배

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고 제조업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잡

기 위해서, 최근 자동화기기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자동화기기 

산업 자체의 시장증대가 예상되고, 더불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

상이 국제경쟁력 확보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표8-8-1>은 산업연구원에

서 발표한 NC 공작기계, 산업용로봇, CAD/CAM, PLC, FA센서 등을 포함한 

자동화기기 산업의 시장규모 전망이다. 

<표8-8-1>          자동화기기 산업의 세계시장규모 전망
구  분 1997 1998 2003 2008 2013

시장규모

(억$)
578 817 995 1371 1785

자료 산업연구원 전망

  자동화기기산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이 절에서는 ISO의 TC 체계를 

바탕으로 다음 네 분야에 대한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소개한다. 

  ① 선반, 링 등 공작기계의 수치제어기기 분야 (ISO/TC184/SC1)

  ②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등 로봇 분야 (ISO/TC184/SC2)

  ③ STEP, CAD/CAM 등 디지털제조 분야 (ISO/TC184/SC4)

  ④ PLC, 필드버스 등 산업용 제어장치 분야 (ISO/TC184/S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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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치제어기기 

  CNC 공작기계에서 CNC가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대비 약 30%를 차지하며, 

국내 CNC 공작기계의 수주현황은 2003년 10,655억원, 2004년 12,831억원으로 

20.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  수치제어장치는 나노 및 IT 기술의 융합으로 주변 핵심 기술의 하나

로 강조되고 있으며, 제어의 근원은 기존의 다축 제어장치 개념에서 다계통 다

기능의 복합 제어 축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다. 즉, 정  수치제어장치 제어축의 

내부 변화 흐름에 나노보상의 위치제어와 리니어 제어가 추가되도록 하면서 

작업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IT융합 기술이 접목되도록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치제어기기의 기술개발 방향은 복합 다계통 다기능 제어기술이 기반이 

되는 수치제어장치에 나노급의 정 제어가 기본으로 탑재하면서 IT가 융합된 

정 제어기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상품화함으로서 후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히고 선진국과는 가격 경쟁을 하는 정  기계산업의 강국이 될 것이다.

   3) 로봇 

  일본의 아시모에 견줄 한국형 휴먼 로봇(휴보)과 네트워크기반 로봇(마루와 

아라) 등 첨단 지능형로봇의 개발은 한국 로봇 기술의 자신감과 지능형로봇 

산업분야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로봇분야는 서비스로봇의 급속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20여개의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오락용 로봇, 홈 로봇 등의 초보적인 지능 로봇 제품을 출시

하고 있다. 특히, 잠재 시장성 큰 청소로봇은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과 

한울로보틱스, 유진로보틱스 등 벤처기업에서 독자적인 청소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가정용, 오락용, 교육용 서비스 로봇을 상용화 개발하고 있으며 일

부 제품은 상업화 성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킬러어프리케이션’의 부재는 

여전히 로봇시장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로봇시장은 약 2천

7백억으로 그 중 서비스로봇분야는 170억으로 비교적 작은 시장이나 ‘05년에 

약 200% 성장하여 약 500억시장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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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지털제조

  CAD, CAM, CAE, PDM 등 디지털제조 국내 시장은 기계분야 2,357억원, 

건축분야 592억원으로 작년대비 21%가 성장한 총 2,928억원으로 조사되었

다.(CAD & Graphics, 2005/02) 이것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9.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 으나, 실제 시장은 호황이라는 느낌이 적었다고 한다. 이는 대기업 

몇몇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그 수혜가 일부 업체에 집중되어 전체적인 성장분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디지털제조 시장은 기존 2차원 CAD 사용자들의 3차원 CAD로의 전

이, PDM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도입 확대 등이 얼마만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으로 보인다.  

   5) 산업용 제어장치

  국내 PLC 시장은 2004년 1,45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외국계 업체인 

Mitsubishi, Rockwell, Siemens 등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업체로는 LG산전이 

전체 시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점차 시장 비중이 감소

하고 있다.

  PC Based Controller가 등장하면서 향후 2∼3년내 PLC 시장을 대체할 것이

란 예측이 그 동안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이론과 달리 여전히 신뢰성 

확보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장 적용이 꺼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PC Based 

Control에 의한 PLC 시장 감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PLC 시장은 당분간 뚜렷한 성장세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이미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전체 PLC 시장의 10%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국내 PLC 제품별 시장 동향은 세계 PLC 제품의 시장 추이와 같이 중․대

형에서 소형 및 초소형 PLC 제품으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PLC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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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 동향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세계 각국은 표준과 인증 등을 새로운 기술 무역장벽 

및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관련 표준의 선

진화와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가 필수적이다.

   1) 자동화관련 국가표준의 선진화

  자동화관련 국가표준의 선진화를 위해 ISO 산업자동화시스템(TC184) 분야 

규격의 KS 도입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2004년에는 TC184(산업자동화시

스템) 2종, TC184/SC4(산업데이터) 21종, TC184/SC5(구조및통신) 11종을 도

입하는 등 관련 ISO 규격의 87%를 도입하 다. 2005년에도 9종을 추가로 도

입함으로써 94%이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선진 자동화 표준이 도입되

고, 제조업 자동화의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분야 관련
TC/SC

ISO
규격수

쪽수 도입
규격수

미도입
규격수

’05도입
규격수

도입률(%)

산업자동화 TC184 2 33 2 0 0 100

물리장치제어 TC184/SC1 11
(TR 1) 1,510 8 3 0 75

로봇 TC184/SC2 14 380 14 0 0 100

산업데이터 TC184/SC4 86
(TS 151) 26,516 75 11 9 87

구조 및 통신 TC184/SC5 12 1,361 10 2 0 83

합계 125 29,800 109 16 9 87

※ 산업자동화 관련 규격은 125종 29,800면으로 규격당 평균 238면

   2) 수치제어기기 국제표준화 동향

  우리나라는 포항공대 서석환교수가 STEP-NC 분야에서 제안한 ISO 14649-12

(선반공정데이터), 121(선반공구)가 IS로 채택되는 성과를 낳았다. 우리가 제안

한 표준을 기반으로 포항공대가 주축이 되어 기존의 G코드를 대체할 선반 제

어기 개발을 추진중이어서, 관련업계의 종사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까지 

NC/CNC 장치에 관한 높은 관심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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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로봇 국제표준화 동향

  ISO TC 184/SC2는 산업용로봇 관련 14종의 규격만 존재하고 서비스로봇분

야의 규격이 전무한 형편으로 서비스로봇 분야의 성장과 시장의 확대로 관련

규격을 다루기 위한 신규 기술위원회(TC)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SO/TC184/SC2(산업용로봇)표준화 활동 외에도 IEC의 TC59(가전기기의 

성능)/TC61(가전기기의 안전)에서 가정용로봇 등이 논의 되고 있으며, IEEE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 OMG(객체관리그룹)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의 활

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4) 디지털제조 국제표준화 동향

  디지털제조 분야는 ISO에서도 가장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

다. ISO TC184/SC4(산업데이터)에서 주로 개발중인 표준은 STEP(제품모델), 

PLIB(부품라이브러리), MANDATE(제조관리데이터), PSL(공정기술언어), IIDEAS

(산업데이터 교환, 접근 및 공유), OIL & GAS(석유․가스) 등이 있다. 

  이 분야 규격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TC 또는 표준화 조직(IEC, 

OMG, W3C, OASIS, IAI)과의 충돌 및 중복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연계회

의(Joint meeting)가 많아지고 있으며(예를 들어 SASIG, Sys Eng, 

PLCS(OASIS), ECCMA, IAI),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제안활동에도 진전이 보 는데, 건설분야에서 경희대 

김인한 교수가 ‘AEC시설물의 생애주기 지원을 위한 공통모델’을 PWI(Preliminary 

Work Item)로 제안하여 새로운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 고, 파라메트릭스 

분야에서 KAIST 한순흥교수가 ‘절차적 파라메트릭 교환을 위한 2차원 표준 

모델링 명령어’를 제안하여 ISO NWIP 10303-112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5) 산업용 제어장치 국제표준화 동향

  산업용 제어장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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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통신 분야이다. IEC를 중심으로 유럽, 미국의 자동화 분야의 대기업들

이 개발한 각각의 프로토콜들이 모두 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단일 프로토콜로

의 표준화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ISO를 중심으로 각 프로토콜의 응용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었다. 이는 표준화의 대상이 프로토콜이 아닌 

사용자 관점의 개방형 응용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화 경향에 따라 국내에서도 각 분야의 산업에 적용되는 응용시

스템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드버스 표준포럼은 철강, 반도

체 등 여러 산업 분야의 필드버스 응용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규격으로의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 성과 및 과제 

  자동화기기 분야 기술혁신 지원과 표준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동화 핵심

부품의 경쟁력 평가, 산업용통신기기 적합성시험인증 지원체제 구축, 지능형로

봇 국제표준화, 산업자동화 용어 통일화 및 용어집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1) 자동화 핵심부품의 경쟁력 평가

  기술력이 취약하고 수입이 많은 정 감속기, 서보모터, 공압실린더, 솔레노

이드 밸브 등 8개 품목 102종의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취약기술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국산 부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

을 추진하 다. 

  품목별 기술취약 요인을 분석하여 도출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신기술 일

등상품화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하 고, 분석결과를 업계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 다. 올해에도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 등 5품목

의 경쟁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 산업용통신기기 적합성시험인증 지원체제 구축

  해외 적합성시험 인증에 장기간의 시간과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업계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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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되고 있는 산업용통신분야에서 적합성시험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

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는 인증기관이 없어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인증 수요는 1년에 10여회로 1회 

소요비용은 약 1천만원이다. 

  먼저 한국프라피버스협회와 설비사용 계약을 통해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프

로피버스 적합성인증예비시험소(PCC) 설립을 지원하 다. 인증수요에 따라 적

합성인증시험소(PTL)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증비용 및 소요시

간 절감 효과는 물론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가 양성의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올해는 디바이스넷 적합성인증 시험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협의

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지능형로봇 국제표준화

  우리나라는 지능형로봇 국제표준화 5개년 사업을 통하여 2008년까지 국내기

술 5건을 국제표준으로 반 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경쟁

력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능형로봇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기존 TC184/SC2(산업용로봇)의 활동은 물론 새로운 TC(로봇  및  로

봇시스템)를 신설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JARA), 미국(RIA), 독일(KUKA), 스웨덴(SIS)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스

터디그룹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4) 산업자동화 용어 통일화 및 용어집 개발

  산업자동화 분야에 대한 신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기술용어를 통일화하

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동화기술 용어집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작년에는 제품모델용어집을 개발하여 관련 KS 규격의 개정을 추진중이며 

올해는 공작기계분야 표준용어집과 CAD 용어집을 개발중이다. 연차적으로 산

업용 통신(2007년)과 서비스 로봇(2008년) 용어집을 개발하여 총 5개 분야의 

산업자동화 기술용어집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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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강, 비철금속
 가. 개 요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핵심산업이며 원료,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생산을 촉진하므로서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다. 특히 70∼90년대 중반까지 

국내 산업기반의 핵심 요체로서 국가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 으며 국내 

총생산의 2.2%, 수출의 4.5%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부가가치의 강종 

개발과 개발도상국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설비확충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주요 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조강능력은 43,575천톤(2001년도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철강생산국이며 제철기술도 선진국 수준으로 POSCO에서 개발한 차세대 제철

기술인 FINEX공법(용융환원법), 스트립 캐스팅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평

가받고 있다. 

  비철금속은 철을 제외한 금속을 총칭하며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의 

중금속과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등의 경금속 그리고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으로 구분되며 100여종에 달한다. 이들 비철금속은 철에 비하여 고가이

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의 기초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소재로 용도가 확대되

고 있어 산업소재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철금속산업은 아연괴의 제련부문이 단일 공장별 생산규모에 

있어 세계 3∼4위권이고, 알루미늄, 전기동, 납괴, 니켈, 주석 등은 수요면에서 

세계 10위권이다.

 나. 산업기술 동향

  철강 공정기술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하여 차세대 제철기술(FINEX), 극청정 

신제강기술, 스트립 캐스팅기술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이며 철강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강재의 수명 및 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킨 차세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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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 강재와 Inno-2010 신금속이 개발되고 있다. 

  비철금속의 원재료는 대부분 금속황화물의 형태로서 다량의 황이 포함된 아

황산가스(SO2)와 먼지를 배출하므로 탈황 및 집진설비가 매우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지구자원 고갈,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 

소비절감 추세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기술 및 재활용기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

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다. 표준화 추진 현황

   1) 철강분야 

  철강산업 분야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말미암아 통상마찰이 심화되

고 있으며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강재의 중금속 함량을 제한하는 등 표준을 

자국의 기술장벽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부가가

치가 높은 고강도강, 내후성강 등 고급강 위주로 신강종에 대한 표준화를 진

행중이며,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중금속 (납, 카드뮴 등) 함량에 대한 분석방

법 등 청정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중이다.

  최근 국내규격인 KS에 국제규격인 ISO를 적극 도입하여 부합화율이 90%

이상으로 급증하 으나 철강분야의 KS는 고유규격이 많아서 ISO와 부합화 

대상이 20% 정도로 작고 상호간의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철강업체들은 표준

에 대한 관심이 적고 국제표준화활동도 미미한 실정이다. 

< 철강분야 국제규격 및 KS도입현황 > 

TC/SC 국제(도입)규격수 작업규격수 비고

TC17 32(32) 1 철강

TC17/SC1 59(54) 6 철강화학분석

TC17/SC3 20(18) 2 구조용 강

TC17/SC4 24(21) 4 열처리 합금강

TC17/SC7 15(15) 1 철강시험방법

TC17/SC9 3(3) 0 주석 및 함석판

TC17/SC10 14(14) 0 압력용 강



800  제8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TC/SC 국제(도입)규격수 작업규격수 비고

TC17/SC11 17(17) 10 강 주조품

TC17/SC12 30(28) 8 연속평판압연제품

TC17/SC15 4(3) 1 철도레일 및 훼스너

TC17/SC16 23(23) 5 철근콘크리트강

TC17/SC17 11(7) 6 강선 및 제품

TC17/SC19 31(25) 0 강관의 기술적 인도조건

TC17/SC20 9(9) 0 샘플링 방식 등

총 합 계 292(269) 44

< 철강분야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

구분 보유규격
부합화

대  상

부합화실적
비 고

계 IDT MOD NEQ

철강분야 1,468 292 269 178 91 6

※ 고유규격(134종), JIS 도입규격(1,080종), ISO 도입규격(269종)

    - 전달규격(196종), 방법규격(694종), 제품규격(578종)

    - 심사기준(157종), 인증업체(1,092업체)

< 철강 관련 분야의 표준화 현황 >

ISO/TC Title KS규격 ISO규격 KS/ISO (%)

TC5/SC1 Steel tubes 13 26 50

TC17 Steels 206 272 76

TC44 Welding and allied process 145 193 75

TC105 Wire ropes 21 22 95

TC132 Ferroalloys 31 31 100

TC164 Mechanical testing of metals 53 60 88

TC167 Steel structures 2 3 67

    ※ TC164/SC3 국제규격 제안 (기술표준원)

      : 계장화 압입시험에 의한 압입인장물성 평가 (PWI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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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철금속 분야

  비철금속은 품위에 따라 성능 및 가격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화학성분

의 분석방법에 대한 규격의 중요도 및 활용률이 높다. 최근에는 EU의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사용 규제 정책에 따라 자동차 및 가전분야에 대

한 중금속 분석 시험방법 규격이 제정되고 있다.

   분말야금 분야에서는 독일, 국 및 스웨덴 등 유럽국가가 중심이 되어 자

동차산업과 초경공구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철분말과 초경분말의 시험방

법과 분말의 균일성에 대한 기준 등이 표준화되고 있다.

< 비철금속분야 국제규격 및 KS도입현황 >

관련 TC/SC 국제(도입)규격수 작업규격수 비고

TC18 20(20) 5 아연합금

TC26 49(48) 6 구리합금

TC52 11(11) 2 경량금속 용기

TC79 99(90) 7 경금속합금

TC119 57(54) 9 분말야금

TC155 55(51) 5 니켈합금

계 291 34

< 비철금속분야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 >

구분 보유규격
부합화

대  상

부합화실적
비 고

계 IDT MOD NEQ

비  철 254 150 150 116 34 -

분  석 282 236 236 199 2 -

재활용 31 2 2 2 - -

※ 고유규격(89종), JIS 도입규격(335종), ISO 도입규격(146종)

    - 전달규격(167종), 방법규격(245종), 제품규격(157종)

    - 심사기준(39종), 인증업체(263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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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활동 내용 >

구 분  활 동  내 용

임원활동
- TC18/SC4 의장 : 백 현 (전 고려대 교수)

- TC18/SC4 간사 : 김 환 (홍익대 교수) 

국제회의

참   석

- TC18 총회 (2004. 미국 콘쇼호켄): 백 현 등 3명

- TC119 총회 (2004, 오스트리아 비엔나): 김 도 등 2명

국제규격

제    안

- TC18(2종): 아연합금선(NP), 건전지용 아연합금판(AWI)

- TC119(1종): 초경합금 눞경도시험 (NWIP 수정단계)

 라. 향후 계획

  국제 경쟁력이 있는 철강산업 및 비철금속분야의 세계시장 확대와 기술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수요 분야의 제품개발 및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과 국제규격 제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분야는 향후 수요창출이 

기대되는 신철강재료의 개발기술분야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무연솔더페

이스트의 기계적특성 평가방법 표준화 및 사용규제 대상인 중금속의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의 표준화이다. 

9. 요소 및 설비부품
 가. 개요

  기계요소 및 설비부품은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

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세계적인 부품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부품․ 소재산업의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분야의 수

입 유발 구조 탈피 및 수출 산업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산업구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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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를 실현하고 부품․소재산업과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21세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부품산업의 동향과 국내현황

  세계 부품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부품의 기술은 환경친화성․ 

안전․ 편리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부품의 전자화, 신소재 기술응

용 등 기술간 융합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부

품 수요업체의 조달체제도 IT화의 향으로 인터넷 구매를 포함한 외주확대 

및 세계적 조달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품의 단품 발주보다 모듈 및 시스템 발

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부품기업들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인 대규모의 

기업 간 M&A를 통하여 초대형화되고 있으며,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확충하

기 위해 합작투자, 생산․ 기술․ 판매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기술경쟁국인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

하여 설계기술, 신제품개발, 신기술응용능력 등 핵심기술은 70% 정도이며, 가

격과 품질을 포함한 경쟁력 수준은 약 85%에 머무르고 있다.

  2004년 국내 부품산업은 수출이 전년대비 16.8% 증가하고 수입은 22.2% 증

가하 으며, 2005년에는 기름값 상승 및 원환 환율상승 등 수출조건의 악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2004년에 비하여 기업경 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노력

과 신제품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적극적인 시장마케팅 강화 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기계류 부품의 표준화동향

 주요 기계류 부품은 나사, 베어링, 풀리 등으로 형상 및 치수에서부터 신뢰성

시험방법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기계류부품의 ISO규격은 현재

까지 부품․소재분야 3차년 계획으로 500여종이 되며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

는 규격은 150여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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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부품의 ISO/TC별 분과위원회 현황>

ISO/TC ISO/TC/SC

TC1(나사)

TC2(훼스너) SC1, SC7, SC9

TC4(구름베어링) SC4, SC5, SC6, SC7, SC8, SC9, SC11

TC14(기계의축 및 부속품) -

TC41(풀리 및 벨트) SC1,SC3,SC4

TC60(기어) SC1, SC2

TC100(체인)

TC111(강제 원형링크) SC1, SC3

TC123(평베어링) SC2, SC3, SC4, SC5, SC6

 라. 설비부품 산업의 표준화 동향

<표8-8-2>       관 이음쇠 및 밸브 분야 국제규격 현황
TC/SC 위원회명

국제규격
(KS도입) 진행규격

TC 5 금속관 및 관 이음쇠 63(22) 0

TC 5/SC 1 강관 26(8) 0

TC 5/SC 2 주철관 및 관이음쇠 12(4) 4

TC 5/SC 5 나사형 단면 또는 평형 단면을 맞대기 용접한 
관이음쇠, 나사, 나사게이지 11(10) 1

TC 5/SC 10 금속플랜지 및 그 접합부 8(5) 1

TC 5/SC 11 가요성 연동형 휨 금속호스 6(2) 0

TC 153 밸브 22(16) 0

TC 153/SC 1 밸브의 디자인, 제조, 표시 및 시험 13(7) 3

TC 153/SC 2 밸브 작동기 부속 2(2) 1

  ISO/TC 5(관 이음쇠) 분야는 플랜지, 주철 플랜지, 플랜지용 가스켓 및 볼

트, 치수 및 허용차, 동합금 플랜지 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유럽규격(EN)이 기본이 된 기존 ISO 규격들에 대하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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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ANSI) 및 아시아에서 기존 사용(JIS, KS 등) 규격의 ISO 반 을 위한 

유럽국가와 아․태 지역 국가들의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ISO/TC 153(밸브) 분야는 2개의 분과위원회(SC)를 운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규격은 4종이 있다. 규모측면에서는 비교적 작은 기술위원회(TC)중 

하나이지만 선진국에서 독점적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밸브시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도약과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활발

한 위원회이다. 

  밸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용도 및 종류의 밸브가 제작됨에 따라 

밸브 성능을 평가할 시험방법과 기준이 개별 여러 규격(BS EN 12266-1, API 

598, FCI 70-2, etc.)에 각기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규격에 대하여 ISO 

5208 (산업용 밸브-밸브의 압력시험) 규격 개정을 통한 규격화의 필요성이 대

두되어 밸브의 제작 능력과 기술수준에 따라, 각 국별(유럽 EN, 미국 API, 

FCI 등) 개별 운용되고 있는 규격들을 ISO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밸브 누설기준을 포함한 국제표준(ISO) 제․개정에 있어 유럽

국가 대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과의 의견이 달라 결론 접근을 위한 작업

이 이 분야의 앞으로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 화학 분석

 가. 개요

  국가 주요기간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철

강 및 금속소재 산업은 기초산업에서부터 정 기계가공산업,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까지 사용되는 이들 소재의 품질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그나

라의 국력과 산업의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선진국에서 기반산업 발전의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 소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소재의 개발, 생산, 제품의 평가 등의 과정에서 화학조성분석이 

부품․소재강산업의 질적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 소재의 화학분석 분야에 대한 국내외 분석방법 및 표준화 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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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체계화, 현대화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 금속소재 화학분석기술의 변화

  분석기술은 소재기술과 보조를 맞추어 발전되었다. 즉 제품 생산량 증대, 품

종의 다양화 , 제품이 고급화되고 생산공정이 현대화됨에 따라 신속하고도 정

, 정확한 분석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현재 여러 가

지의 최신 분석기기들이 급속도로 개발되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규

격화가 이뤄지고 있다.

  금속소재 화학분석 표준화기술의 발전과정을 [그림8-8-1]에, 기기별 규격화 

현황을 [그림8-8-2]에 나타냈다. 초기의 중량법 및 적정법 등 습식분석법에서 

점차 원자흡수분광법(AAS) 및 유도결합플라스마방출분광법(ICP)에 의한 미량

원소의 분석법으로 변하 고 현재에는 신속하h 정 하게 소재중의 전원소를 

미량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ICP-MS, GDMS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50          '60       '70         '80           ’90         ’00

Analysis • Chemical analysis • Protection of environment

• Instrumental analysis • Systematized analysis

Methodologies • Gravimetry, 
Titrimetry • XRF           • ICP-OES     • ICP-MS, GDMS

               •AAS       • ET-AAS • Surface analysis
                                          •Automated analysis

Characteristics 
of analytical 
information

•Chemical
 composition

 • Low cost, high precision, 
• Composition chem
• Phase topography

• Rapid/mass produced 
chem. Composition

       • Ultra trace 
              • nano analysis
              • new materials

                     • characterization

[그림8-8-1] 화학분석기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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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8-2] 기기별 규격제정 현황(‘04년 기준)
 다. 국내외 표준화 동향
  금속의 화학분석 관련 국내외 규격수는 표1과 같다. ISO, JIS규격은 철, 니

켈 등 기초소재 중심으로 제정년도가 오래되었고 분석방법도 습식분석이 주를 

이루는 고전적 내용의 규격이 많은 반면 ASTM은 2000년이후부터 GDMS, 

ICPMS등과 같은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한 반도체용 고순도 금속중에 함유된 

ppt수준의 극미량 불순물 분석방법에 대한 규격제정 등 고도화된 표준화 작업

이 최근에 들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그림8-8-3]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KS규격이 많은 이유는 ‘01∼’04년에 걸쳐 국제규격

의 KS부합화에 따른 것이며[그림8-8-3], 규격체계에서도 ASTM 는 소재별로 

제정된 반면 ISO, JIS 및 KS는 소재별, 분석원소 및 분석방법별로 달리 규격

화함으로서 규격수가 많은데 향후 KS에 대한 합리적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금속의 화학분석분야 국내외 관련규격 현황(‘05년 4월 기준)>

65

3 8 2 10

156

1

254

10 16 5 7
47

364

40
16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 2 3 4 5 6 7 8 9 10

기기명

규
격

수
(개

)

ISO

ASTM

Chromatography GCMS ICP DCP ICP-MS NMR XRF AAS ISOTOPIC SIMS

품목 ISO 
KS JIS

ASTM
총규격 ISO 부합화 총규격 ISO 합화

철 및 강 102 128 73 56 48 40

비철

합금

아연 및 아연합금 17 26 17 7 5 5

구리 및 구리합금 25 51 24 30 25 13

알루미늄 및 그 합금 18 39 18 20 18 4

마그네슘 및 그 합금 16 36 16 13 11 1

타이타늄 및 그 합금 16 15 15 5

초경합금 20 19 19 1

니켈 및 그 합금 36 49 37 20 10 8

탄탈럼 및 그 합금 8 8 6 1

땜납 7 7 7

지르코늄 및 그합금 23 23 23 1

텅스텐 및 몰리브데넘 합금 12 4 4 1

납 및 그 합금 12 3 3 3 1

귀금속류 11 12 6 7 5 6

기타 30 10 10

계 257 459 210 223 19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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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8-3] 국가별 규격 년도별 제정 추이 

 라. 국제표준화 동향

  금속의 화학분석관련 국제표준화(ISO/TC/SC)현황은 표2와 같다. 종전에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및 유럽의 선진 공업국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회

의개최 및 국제규격(ISO)신규제안 등 국제표준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TC17/SC1(강의 화학적분석)의 국제표준화 회의가 한

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간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

안도 추진하고자 한다 

<금속의 화학분석 관련 ISO/TC/SC 국제 표준화 현황>

TC SC 명칭 간사국 한국지위 규격수
작업문서수
(WG)

17 1 강의 화학적 분석 일본 P 74 14

18 1 아연의 화학적 분석 벨기에 P 17 4

26 구리의 화학적 분석 독일 P 25 2

79 1 경금속의 화학적 분석 프랑스 P 34 2

119 초경합금 P

2 분말야금의 화학적 분석 스웨덴 7 5

4 초경합금의 화학적 분석 독일 13 -

132 철합금 중국 P 31

155 3 니켈합금의 화학적 분석 캐나다 P 36 3

174 보석류 독일 P 11 1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1 4 0

1 6 0

1 9 7 1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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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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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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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론     

  이미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된 우리나라가 선진 공업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기술증진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정확하고 엄격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

문에 간편하고 신속 정확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분석방법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한국공업규격의 체계화, 현대화 및 국제

화를 도모해야 한다. 

  시험규격 가운데 현재의 분석기술 및 분석 기기의 발전 수준에 비하여 낙후된 

시험방법규격은 분석기술현황을 반 하여 현실성 있는 규격이 되도록 지속적으

로 〮제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화학분석분야 관련규격에 대한 규격형식의 적합성 

및 분석방법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현 규격체제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11. 나노소재
 가. 개요

  물리적인 길이면에서 나노기술은 1 미터의 1조분의 1(pico, 10
-12
)에 해당하

는 크기보다는 크고 1 미터의 1백만분의 1(micro, 10
-6
)에 해당하는 크기보다

는 작은 크기의 대상물을 다루는 기술로서 단순히 대상물의 크기 역 때문에 

부각된 기술은 아니며 1∼100 ㎚ 역에 있는 대상물들은 100 ㎚ 이상의 크기

를 갖는 물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물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21세기 중요기술 분야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나노기술은 

1∼100 ㎚ 크기 역에 있는 구조체(나노구조체)를 합성하고, 합성된 나노구조

체의 거동(특성)을 이해(측정, 분석)하며, 나노구조체의 활용기술을 개발하는 

일련의 기술이며 이중 나노소재는 나노기술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기술인 동시

에 나노구조체가 나타내는 특이한 현상들의 관점에서는 나노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나노소재는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 등 여러 면에서 기존 소재들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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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현저히 구별되며 광범위한 역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기존의 미

크론 소재와는 달리 나노소재의 물성은 특정크기 역 근처에서 크기, 성분, 

조직상의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물성의 측정 및 해석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세계적으로 확립된 물성 측정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나노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나노소재 개

발의 근간이 되는 분석·평가를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

히 나노소재 기술을 산업화하는데는 기업체들의 취약한 기반시설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체 혹은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나노기술 관련 공동시설의 확보는 이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대단

히 중요하다. 

 나. 나노소재 기술개발현황 및 중요성

  나노기술은 성격상 한 분야의 개발만으로는 경쟁력있는 기술의 개발이 불가

능하며 여러 분야가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품․

소재산업의 대중국 수출입 실적은 큰 흑자를 보인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100

억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등 후발국에 수출하는 부

품․소재는 중저급 제품 위주의 범용제품인 데 비해 일본에서는  고급 핵심부

품과 소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하

기 위해서는 이들을 앞서는 고급 소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획기적

인 성능을 가진 부품을 개발하여야만 하며 바로 고급소재 개발의 중심에 나노

소재기술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나노소재 분야는 기술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앞서 있고 독일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에 비해 3내지 5년의 

기술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반도체나 나노분말 등과 같이 큰덩어리를 작게 쪼개거나 집적율을 높여가는 

Top-down 방식의 나노소재 기술은 외국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뒤지지 않

는다. 다만 보다 원천기술을 필요로 하는 Bottom-up 방식의 기술 즉, 원자나 

분자를 이용해 나노사이즈로 조립하여 제품을 만드는 방식은 외국에 비해 많

이 뒤쳐진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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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노소재의 시장현황 및 전망

  미국 나노소재 시장은 (2000년에만 1억 2,500만 달러 규모) 2008년에는 14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2020년에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노소재는 다양한 틈새 응용제품으로 초기 성장이 예측되는데 전자제품 분야로

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재, 데이터 저장매체, 의료분야로는 성능이 향상된 진단 

보조기, 소비자용으로는 투명 일광 차단제, 오염방지 속옷, 기능이 향상된 운

동장비, 내마모성 바닥재, 자동차 산업분야로는 연료절감 부품, 음료제조로는 

고강도의 맥주 및 탄산음료 병에 응용될 것이다. 

  의료 및 전자제품 분야는 향후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최대 시장으로 부상

하면서 2020년까지 나노스케일 소재의 약 2/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약 분야 한 분야만으로도 전체 나노소재 수요의 약 40%를 차지할 것이다. 

  나노소재의 하나인 분말에 대한 국내의 사업화는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은 시장의 미성숙, 마켓팅 능력 부족, 관련 제품산업과 연계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는 전자세라믹 부품

과 초정  연마제 부분으로 현재 삼성코닝, 삼성정 화학등이 MLCC소자인 

BaTiO3 분말, CMP 슬러리 CeO2, Al2O3 등을 생산하고 있다. 용도면에서도 

광촉매, 투명전극 소재 등 전자소개가 대부분이며 다른 용도로의 나노분말은 

개발이 저조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는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나노구조재료

의 개발과 생산중에 있으며 이들은 기술적 유연성의 증대와 함께 분말제조 중

심에서 응용개발로 사업적 전략을 수정중에 있다. 나노분말 시장의 응용분야

는 크게 전자/광전자/자기응용/에너지/촉매/구조체 응용으로 나눌 수 있다.

2000년 

(백만달러)

2005년

(백만달러)

연평균 성장률(%)

2000∼2005

전자,자기 및 광전자 응용 333.0(67.6%) 667.5(74.2%) 14.9

생의학,의약,화장품 응용 97.0(18.7%) 144.8(16.1%) 8.3

에너지,촉매 및 구조체 응용 62.5(12.7%) 87.8(9.7%) 7.0

계 492.5(100%) 900.1(10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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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준화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나노소재에 대한 표준화는 시장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도울 표준 

개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유전자산업이 세계적

으로 도덕적․윤리적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듯이 나노소재를 포함한 나

노산업 역시 표준 개발의 모든 단계에 존재하는 위험과 사회적 이슈를 숙고해

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나노소재기술에 대한 근거없는 거부반응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 공동체가 나노기술에 대한 확실한 표준을 제시

하여 이것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술개발 및 적용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노소재는 시장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현실성이 있지만, 나노소재 제품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기 전에 극복해야할 기술적 문제와 풀어나가야 할 이슈가 많

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표준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나노소재기술이 

충분히 성숙되는 시기라고 예견되는 2040년경 까지 나노소재표준화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돌파구를 개척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유럽표준위원회(CEN)의 나노기술분야 전문가들은 나노기반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마다 전 세계에너지 소비를 10%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정

보기술과 나노기술의 결합을 통해 세계 시장에 700조 유로 가치의 부를 창조

해 낼 것이라고 추정한다.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커짐에 따라 

연계된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중요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어 

기술적, 경제ㆍ산업 측면 뿐 아니라 사회ㆍ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모든 분야에서의 파급효과를  “묘사할 수 있고”, 

“측정평가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역할로서의 표준화가 동반 추

진되어야만 바람직한 나노기술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나노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우리나라도 2005년을 나노기술표준화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지정하고 

“나노기술표준화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나노소재를 포함한 나

노 산업 현황 및 국내 시장규모 등을 파악하여 나노기술표준화의 필요성 및 

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

다. 또한 “나노기술표준화 5개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산학연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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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

은 나노기술 표준화 분야가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한 시작단계인 만큼 선진국

과 국제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기술적․외교적 관계를 긴 하게 하여 우리나라

의 입지를 확실히 하도록 하며 동시에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신 시장창출 및 시장선점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노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 홍보

활동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의 지위향상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나노기술 산업체의 연구개발․지적재산권(특허)․시장분석․표준

화 부문의 연계 및 일체화를 통해 전략적 경 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나노기술과 관련된 국내규격으로

는 나노분석분야로 간주될 수 있는 표면화학분석분야 규격 12종과 전자현미경

분석 분야 규격 7종 등 총 19종이 있으며 반도체소자 분야 규격 90여종이 있

으나 나노기술분야 규격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렵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선진국들은 신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표준안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

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나노기술 등을 이용한 첨단 제품 등에 대한 

자국 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보다 유리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최근 10년간

의 전 세계적인 경제공동체의 흐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표준이 빨리 

결정될수록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며 표준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제품화 방향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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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규격(KS)의 현황

가. 연도별 KS규격의 제정․개정, 확인 및 폐지현황
         區 分

年度別
制   定 改   正 確   認 廢   止

保    有

規 格 數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83

  159

  605

  327

  101

  359

  331

  368

  207

  200

  222

  242

  309

  310

  375

  419

  448

  290

1,343

3,616

3,142

1,988

   97

  154

  334

  632

  459

  338

  245

  549

  552

  626

  574

  355

  670

  740

1,081

  444

  598

  427

1,426

1,810

1,518

1,029

  130

  297

  815

1,722

1,650

  472

  285

1,388

1,454

1,665

  686

  608

1,496

1,228

1,273

  927

  686

1,456

1,554

1,108

 600

 702

 97

  4

 13

 50

 39

 76

 47

216

 73

102

 31

 32

126

 72

130

 77

 45

 41

182

446

304

137

 1,081

 1,846

 4,698

 7,029

 7,475

 8,116

 8,400

 8,552

 8,686

 8,784

 8,975

 9,185

 9,368

 9,606

 9,851

10,193

10,596

10,845

12,006

15,176

18,014

19,865

나. 형태별 보유규격수
   年度別

形態別
'80 '90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製  品 3,967 4,967 5,170 5,234 5,300 5,371 5,417 5,586 5,714 5,803 6,020 6,422 6,861

方  法 2,227 2,267 2,482 2,537 2,622 2,725 2,861 2,997 3,106 3,500 4,894 6,383 7,070

傳  達   835 1,318 1,533 1,597 1,684 1,755 1,915 2,013 2,025 2,703 4,262 5,209 5,934

計 7,029 8,552 9,185 9,368 9,606 9,851 10,193 10,596 10,845 12,006 15,176 18,014 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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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야별 보유규격수
     年度別

分野別
'85 '90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7,475 8,552 9,185 9,368 9,606 9,851 10,193 10,596 10,845 12,006 15,176 18,014 19,865

基  本(A)
機  械(B)
電  氣(C)
金  屬(D)
鑛  山(E)
土  建(F)
日用品(G)
食料品(H)
纖  維(K)
窯  業(L)
化  學(M)
醫療品(P)
輸送機械(R)
造  船(V)
航  空(W)
情報産業(X)

l438
230
931
841
200
526
235
91
412
350

1,128
182
322
487
102
-

471
1,439
1,089
829
231
598
330
135
406
364

1,331
241
441
491
156
-

506
1,576
1,218
893
251
597
340
146
424
373

1,452
272
458
500
179
-

483
1,594
1,333
897
251
596
282
146
444
371

1,512
286
492
498
183
-

482
1,579
1,420
904
251
594
279
144
459
369

1,610
290
545
498
182
-

501
1,594
1,054
910
249
567
279
143
474
367

1,713
297
556
508
202
437

23
1,643
1,070
919
249
564
280
144
494
361

1,863
314
578
480
213
498

538
1,740
1,097
941
248
586
267
148
512
362

1,961
327
594
499
232
544

536
1,764
1,140
943
248
604
267
147
517
362

2,094
327
604
501
238
553

591
1,943
1,342
965
278
635
251
220
580
365

2,248
341
644
534
256
813

687
2,478
1,861
1,217
354
675
267
301
663
408

3,016
439
777
582
310

1,141

817
3,020
2,492
1,384

429
742
302
396
741
415

3,460
517
889
637
368

1,405

905
3,445
2,798
1,466

425
774
358
433
788
416

3,705
612
980
689
434

1,637

라. KS규격의 형태별 보유 현황
      形態別

分野別

2003 2004

製品規格 方法規格 傳達規格 合  計 製品規格 方法規格 傳達規格 合  計

 기    본(A) 162 206 449 817 173 244 488 905

 기    계(B) 1,260 758 1,002 3,020 1,346 821 1,278 3,445

 전    기(C) 1,030 641 821 2,492 1,083 770 945 2,798

 금    속(D) 541 658 185 1,384 578 692 196 1,466

 광    산(E) 104 268 57 429 99 274 52 425

 토    건(F) 266 347 129 742 279 371 124 774

 일 용 품(G) 236 50 16 302 267 63 28 358

 식 료 품(H) 129 246 21 396 134 278 21 433

 섬    유(K) 167 454 120 741 165 503 120 788

 요    업(L) 158 224 33 415 160 223 33 416

 화    학(M) 1,086 1,909 465 3,460 1,097 2,141 467 3,705

 의    료(P) 333 67 117 517 396 79 137 612

 수송기계(R) 345 335 209 889 378 376 226 980

 조   선(V) 436 44 157 637 463 41 185 689

 항   공(W) 133 43 192 368 203 45 186 434

 정보산업(X) 36 133 1,236 1,405 40 149 1,448 1,637

합   계 6,422 6,383 5,209 18,014 6,861 7,070 5,934 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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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표시 인증심사기준 현황

가. 연도별 심사기준 제정현황
年   度 制   定 改   正 廢   止 累   計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21

 81

 72

 51

 90

 69

 71

215

356

272

167

 83

 50

 25

 17

 30

 27

 25

 17

 33

 18

 22

 23

 15

33

10

264

207

 94

173

 58

293

118

 53

 87

139

864

243

121

 80

137

161

  -

  -

  5

 60

 56

  5

 10

 27

  5

 27

  4

 22

 10

 23

 10

  5

  6

 17

 47

 18

475

  2

 56

 60

131

226

  522

  907

  974

  965

  999

1,063

1,124

1,312

1,663

1,908

2,071

2,132

2,172

2,174

2,181

2,206

2,227

2,235

2,205

2,220

1,763

1,783

1,750

1,705

1,601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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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심사기준 보유 현황
分  野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基  本(A) 34 64 65 66 66 65 66 64 60 60 47 48  48  48 46 44

機  械(B) 205 322 329 358 329 331 359 360 358 362 251 254 254 250 258 235

電  氣(C) 260 372 367 366 367 369 369 376 365 369 371 372 330 289 265 235

金  屬(D) 131 196 200 201 200 206 206 206 206 208 158 161 162 162 161 159

鑛  山(E) 22 24 24 24 25 25 25 26 27 27 15 15  14  14 14 8

土  建(F) 89 154 156 158 158 158 157 153 134 122 110 117 118 123 121 123

日用品(G) 104 225 227 218 218 218 185 185 185 184 80 80  77  77 75 73

食料品(H) 5 47 55 59 60 66 66 69 72 76 81 82  86  89 91 94

纖  維(K) 38 51 52 52 54 56 57 60 61 66 65 67  71  71 72 28

窯  業(L) 61 79 80 81 85 86 92 92 90 90 91 91  94  89 89 73

化  學(M) 213 378 391 393 395 403 409 409 408 415 410 411 412 412 332 247

醫療器(P) 18 53 57 57 57 57 57 57 56 56 13 13  13  13 9 9

輸送機械(R) 86 106 108 107 107 107 111 110 110 111 56 57  59  55 55 44

造  船(V) 46 60 60 60 60 59 59 59 59 59 0 0 0 0 0 0

航  空(W) 9 9 9 10 10 10 7 7 7 7

情報産業(X) 5 5 5 5 5 6 6 6

計 1,312 2,132 2,172 2,174 2,181 2,206 2,227 2,235 2,205 2,220 1,763 1,783 1,750 1,705 1,601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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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S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 현황
◦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 현황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우편번호

한국표준협회

KS인증본부

02)6009-4640-56  

FAX 02)6009-465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135-513

부 산 지 부
051)557-1239

FAX051)557-0430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1-11

(대신증권빌딩10층)
607-822

대구‧경북지부
053)384-1562∼4

FAX053)384-1565
대구시 북구 산격동 1741 702-012

인 천 지 부
032)260-0260∼7

FAX032)260-0268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9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402-714

경 기 지 부
031)259-7000∼9

FAX031)259-701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111-8 

(경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타9층)
442-270

강 원 지 부
033)252-9423

FAX033)256-9423

강원 춘천시 중앙로1가 9

(공 빌딩 4층)
200-041

충 북 지 부
043)236-2451∼3

FAX043)236-245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361-802

대전‧충남지부
042)864-2301∼3

FAX042)864-2304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305-343

전 북 지 부
063)214-2235∼7

FAX063)214-22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 561-200

광주‧전남지부
062)953-1435∼7

FAX062)953-1438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561-031

경 남 지 부
055)266-4744∼6

FAX055)266-4747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01호)
641-741

울 산 지 부
052)286-6601∼3

FAX052)289-6604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지원센터2층)
680-701

안 산 지 부
031)492-5780

FAX031)492-81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9 425-801

구 미 지 부
054)473-6954

FAX054)479-6955

경북 구미시 임수동 90-30

(중소기업지원센터 8층)
440-450

경기북부지부
031)829-8182∼4

FAX031)829-8185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7-6

(신용보증기금빌딩3층)
4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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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심사기관 지정 현황

신청기관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우편번호

한국화학시험   

 연구원

T. 02)2164-0171

FAX. 02)2634-1007
서울시 등포구 등포동 8가 88-2 150-038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T. 031)785-1271

FAX. 031)785-12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463-470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T. 031)428-7571

FAX. 031)455-730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435-823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T. 02)2102-2560

FAX. 02)868-690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153-803

한 국 건 자 재  

시험연구원

T. 02)3415-8765

FAX. 02)3415-875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65-4 137-073

한국의류시험   

 연구원

T. 02)925-2451(152)

FAX. 02)925-544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22 130-823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T. 02)2113-8128

FAX. 02)3299-8154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130-061

한국가스석유   

 기기협회

T. 031)480-2984

FAX. 031)480-2986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54B 5L 426-410

한국전기연구원
T. 031)420-6032

FAX. 031)420-6039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65 437-808

한국조명기술   

연구소

T. 02)3141-6797

FAX. 02)3141-6556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35-24 121-220

한국전자파연구원
T. 031)335-9532

FAX. 031)336-2427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66-6 449-820

산업기술시험원
T. 02)860-1487

FAX. 02)860-148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152-053

방재시험연구원
T. 031)881-6010

FAX. 031)882-3527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69-1 469-880

한국가스안전공사
T. 031)312-2341

FAX. 031)314-4365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 42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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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S표시인증 현황

가. 연도별 현황
年  度  別 品  目  別 工  場  數 件    數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5

266

395

597

838

911

951

966

955

967

977

973

985

999

1,016

1,022

1,013

1,006

1,000

950

924

269

338

665

1,513

2,224

2,635

2,951

3,312

3,569

3,947

4,245

4,343

4,529

4,715

4,981

5,336

5,498

5,627

5,834

5,811

6,015

457

1,100

1,851

2,450

5,285

6,090

7,888

8,405

8,683

9,437

10,069

10,199

10,641

11,172

11,856

12,345

12,687

12,885

12,484

10,174

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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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현황

分 野 別

認     證     現     況

2002 2003 2004

品目 工場 件數 品目 工場 件數 品目 工場 件數

基 本 (A) 19 70 114 19 66 86 18 64 84

機 械 (B) 159 631 1,205 149 597 941 148 605 976

電 氣 (C) 187 9940 3,320 178 943 2,290 177 964 2,294

金 屬 (D) 138 729 1,537 127 707 1,118 120 714 1,113

鑛 山 (E) 11 15 22 7 14 16 7 13 15

土 建 (F) 106 2,356 3,364 102 2,380 3,106 103 2,492 3,217

日用品 (G) 64 215 288 56 204 247 53 202 238

食料品 (H) 31 60 91 35 63 102 35 71 115

纖 維 (K) 18 19 28 16 17 24 15 20 25

窯 業 (L) 57 464 634 56 454 586 55 490 629

化 學 (M) 162 684 1,752 156 660 1,552 145 666 1,348

醫 療 (P) 8 10 14 8 10 14 8 10 14

輸送機械 (R) 33 74 99 33 69 83 32 64 77

造 船 (V) - - - - - - - - -

航 空 (W) 7 2 16 7 2 8 7 2 8

情報産業 (X) - - - 1 1 1 1 1 1

計 1,000 6,269 12,484 950 6,187 10,174 924 6,378 10,154

주 1. 분야별 KS표시인증 공장수를 더한 수치가 실 공장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 개의 공장에서 

여러 품목의 인증을 받은 경우, 품목 분야별로 공장수를 중복 계산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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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규모별 인증공장 현황

區   分
2000 2001 2002 2003 2004

工場數 구성비(%) 工場數 구성비(%) 工場數 구성비(%) 工場數 구성비(%) 工場數 구성비(%)

300 人 이 상

(대 기 업)
296 5.4 295 5.2 298 5.1 282 4.8 239 4.0

300 人 미 만

(중소기업)
5,202 94.6 5,332 94.8 5,536 94.9 5,529 95.2 5,776 96.0

計 5,498 100 5,627 100 5,834 100 5,811 100 6,015 100

라. 국내․외 인증공장 현황
◦시․도별 현황

市  道  別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서 울

釜 山

仁 川

大 邱

光 州

大 田

蔚 山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國 外

143

295

399

197

77

91

21

1,504

210

322

387

269

288

448

572

56

57

147

301

406

201

81

90

26

1,552

221

337

394

281

298

452

582

62

67

135

287

406

191

73

84

108

1,612

222

361

424

288

313

474

510

62

77

135

274

420

186

76

82

113

1,660

260

368

451

298

320

506

525

69

91

106

258

416

170

69

77

117

1,715

260

377

455

289

321

498

524

71

88

104

266

418

177

68

81

119

1,781

277

390

472

297

318

519

543

73

112

計 5,336 5,498    5,627 5,834 5,811 6,015



886  부     록

◦ 연도별 해외 KS표시인증 현황

國 家 名
品目

數

工場

數

 年     度      別

‘91∼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중    국 52 95 2 1 3 2 7 2 14 13 14 16 21

인도네시아 9 5 1 1 2 1

일    본 3 4 1 1 2

태    국 5 4 2 2

베 트 남 3 2 1 1

스 리 랑 카 1 1 1

인   도 1 1 1

7개국 74 112 5 1 3 2 8 3 15 16 18 17 24

 주 1. 전체 해외인증공장 실 품목수는 67개로 해외인증 총 품목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국가별로 인증받은 품목이 중복되기 때문임.

   * 중국분포 : 절강성(16), 하북성(17), 산동성(15), 산서성(10), 천진시(10), 광동성(6), 강소성(6)  

                  요령성(2), 길림성(1), 사천성(2), 고요시(1), 상해시(3), 북경시(2), 진주시(1)

                  하남성(1), 청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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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현황
   ◦ 단체별 단체표준보유 현황 

                                                                (‘04년 12월)

번호 단   체   명 규격수

1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6 

2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2 

3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3 

4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 4 

5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2 

6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113 

7 한국공기청정기협회 16 

8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16 

9 한국설비기술협회 42 

10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14 

11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202 

12 대한금속가구 14 

13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2 

14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1 

15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1 

16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3 

17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 13 

18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4 

19 대한전기협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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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단   체   명 규격수

2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3 

21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25 

22 한국조명연구소 7 

23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37 

24 한국인정원 3 

25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4 

26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1 

27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5 

2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 1 

29 한국점토벽돌협동조합 1 

30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4 

31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32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1 

33 한국사진앨범공업협동조합 1 

34 한국상하수도협회 65 

35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5 

36 한국염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 19 

37 한국재생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9 

38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38 

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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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현황

인증단체 인 정 일 품목수 인   증    대   상     품    목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98. 9. 9 19종

◦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 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

◦ 탄산칼슘 함유 쓰레기 분리수거용 PE봉투

◦ 탄산칼슘 함유 쇼핑용 PE봉투

◦ 주방용 쓰레기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전분함유 생붕괴성 

   쓰레기 분리수거용 PE봉투

◦ 지방족 폴리에스테르함유 생붕괴성 쓰레기

   분리수거용 PE 봉투

◦ 파상형 폴리에틸렌관

◦ 파상형 폴리에틸렌 이음관

◦ 폴리에틸렌 이중벽 구조하수도관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합성수지제 휨 전선관

◦ 수도용 전기전자식 폴리에틸렌 융착 연결구

◦ 폴리에틸렌 압력관

◦ 합성수지제 오수처리시설

◦ SMC 물탱크

◦ 폴리에틸렌 차수막

한국전기공업

협 동 조 합
’98.11.14 16종

◦ 폐쇄배전반

◦ 디젤엔진 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 전력용 몰드변압기

◦ 교류 무정전 전원시스템

◦ 자동전압조정기

◦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

◦ 전력용 피뢰기

◦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

◦ 전력공급장치

◦ 부동용 정류기 (통신기기용)

◦ 지상설치형 변압기

◦ 자기진단형 일단접지 주상변압기

◦ 저손실형 일단접지 주상변압기

◦ 3MVA미만의 전력용 변압기

◦ 25.8KA가스(SF6) 절연부하 개폐기(가공용) 

◦ 일단접지 주상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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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단체 인 정 일 품목수 인   증    대   상     품    목

한국석회석

가공업협동

조      합

’98.12.31 5종

◦ 석회질 비료

◦ 공업용 석회

◦ 수처리용 소석회

◦ 배연탈황용 탄산칼슘

◦ 규산질 비료

한국씽크공업

협 동 조 합
’99. 6.16 1종 ◦ 가정용 주방용구

한국조명공업

협 동 조 합
’99.12. 7 15종

◦ 나트륨램프

◦ 메탈할라이트램프

◦ 형광램프

◦ 콤팩트형 형광램프(스타터 내장형)

◦ 콤팩트형 형광램프(스타터 비내장형)

◦ 가로등용 전자식자동점멸기

◦ 보안등용 전자식자동점멸기

◦ 보안등용 광전식자동점멸기

◦ 보안등용 복합식자동점멸기

◦ 보안등용 무선식자동점멸기

◦ 무대조명장치

◦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 고압수은램프

◦ 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

한국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연  합  회

‘00.10.31 1종 ◦ 콘크리트 호안 블록

한 국 조 명 

기술연구소
‘01. 7.18  6종

◦ 형광등기구

◦ 안정기 내장형 램프

◦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ㅇ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ㅇ 백열등기구

ㅇ 경관 조명용 등 기구

한국PC

콘크리트

암거공업

협동조합

‘02. 8.15  1종 ◦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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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단체 인 정 일 품목수 인   증    대   상     품    목

한국상업용

조리기계

 공업협동조합

’02. 9.17 5종

◦ 상업용 조리기계

◦ 상업용 가스오븐

◦ 상업용 다단식 취사기

◦ 상업용 회전식 국솥

◦ 상업용 식기세척기

한국염화

비닐관

공업협동

조      합

’02.12.27 7종

◦ 수도용 경질 염회비닐관

◦ 수도용 고무링형 경질 염화비닐관

◦ 내충격용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 내충격용 수도용 고무링형 경질 염화비닐관

◦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한국금속

탱크공업

협동조합

’03.12. 4 1종 ◦ 대용량 스텐레스 물탱크

한국금속

울타리공업

협동조합

’04. 1.20 4종

◦ 조립식 울타리

◦ 디자인형 울타리

◦ 창살형 울타리

◦ 메쉬형 울타리
한국전선

공    업

협동조합

’04. 3.17 1종 ◦ 600V 트레이용 난연성 저녁케이블(TRF-CV)

 계

(13기관)
82종

 ※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03.7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으로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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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도별 품질경쟁력 우수 기업현황

◦ ‘97 품질경쟁력 우수100대 기업(100개 기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건흥전기(주) 린나이코리아(주) (주)일산

경도정 공업(주) 만도기계(주)문막사업본부 재 금형정공(주)

(주)경동보일러 (주)메디슨 (주)정화

계양전기(주) (주)명화금속 제일모직(주)

고려용접봉(주) (주)모텍스 (주)진화기계   

고려화학(주) (주)벽산      청우공업(주)  

(주)고리 삼성전관(주) (주)카스   

(주)광진상공 삼성전기(주) 태양금속공업(주)

(주)국제상사 삼성전자(주)가전본부 파이오니아메탈(주)

(주)귀뚜라미가스보일러 삼성전자(주)반도체 (주)평화발레오 

(주)금강     삼성전자(주)정보통신본부 평화산업(주) 

(주)금원사 삼성종합화학(주) 포항종합제철(주)

금호석유화학(주) 삼성코닝(주)  (주)하이트롤

금호타이어(주) 삼성항공산업(주)정공부문 한국OSG(주)

(주)기아정기 삼 케불(주) 한국공작기계(주)

남양산업(주) 삼우금속공업(주) 한국단자공업(주)

대동공업(주) 삼원정공(주) 한국도자기(주)

대우기전공업(주) 성문정 (주) 한국볼트공업(주)

대우자동차(주)  (주)솔고 한국야금(주)

대우전자(주) 쌍용양회공업(주) 한국오발(주)

대우중공업(주)종합기계부문 아주금속공업(주) 한국중공업(주)

대웅전기산업(주) (주)양지원공구  (주)한미

대원산업(주) (주)에스케이씨 (주)한 전자

대한정 공업(주) LG MMA(주) 한화기계(주)전주공장

대한페인트․잉크(주) (주)LG금속 한화엔에스케이정 (주)

동부제강(주) LG산전(주) 한화종합화학(주)

동양매직(주) LG전선(주) 한화포리마(주)

동양시멘트(주) LG전자(주) 현대엘레베이터(주)

두산유리(주) LG전자(주)모니터OBU 현대자동차(주)

두산전자(주) (주)LG화학  (주)현대중공업(주)조선사업부

(주)두원공조 (주)유공    (주)홍진크라운

(주)두원정공 유니슨산업(주) 화천기공(주)

롯데알미늄(주) 유성기업(주)

(주)롯데캐논 인천제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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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품질경쟁력 우수50대 중소기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고려용접봉(주) 삼원정공(주) 일정실업(주)

(주)공화 선일기계(주) 재 금형정공(주)  

(주)광진기계 (주)성광벤드 재원산업(주)

(주)그린피아시스템 세계산업기계(주) 제일전기공업(주)

극동전선공업(주) (주)세종 (주)청람    

금호미터텍(주) (주)센트랄      (주)평화발레오  

남북전기(주) (주)솔고 (주)하남전자

대 포장(주) CTI반도체(주) 한국도자기(주)

대웅전기산업(주) 아시아계전(주) 한국야금(주)

동방전자산업(주) 화산업전기제작소 한국OSG(주)

(주)동서기전 (주)오성기전 (주)한국OA

동원금속공업(주) (주)오토닉스 한국윤활기술(주)

(주)RayCom(레이컴) (주)오신전자 한국정수공업(주)

모건코리아(주) 웅진코웨이(주) (주)한미

(주)모텍스 유니슨산업(주) (주)해평전자

(주)무등 유진금속공업(주) (주)협동금속

(주)백산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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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품질경쟁력 우수50대(56개 기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주)경동보일러 LG화학(주)청주공장 (주)아세아조인트

대림통상(주) SKC(주)수원공장 (주)제일중공  

현대엘리베이터(주) SKC(주)천안공장 범우화학공업(주)

한국중공업(주) 금호미쓰이화학(주) 진산업 

현대중공업(주) 대우자동차(주) 중앙전자공업(주)

삼성전자(주)디스플레이사

업부
(주)에이스침대      (주)엔유씨전자

삼성전자(주)무선사업부 금정공업(주) (주)한 전자    

삼성전자(주)반도체총괄 한성공업(주) (주)광명기전

삼성전자(주) 상사업부 유니슨산업(주) 미크론정공(주)

현대전자(주) 향상산업(주) 동미전기공업(주)

동양매직(주) 한국OSG(주) (주)삼도기업

한전기공(주) (주)제일기전 대웅전기산업(주)

계양전기(주) (주)양지원공구 SCC(주)

제일모직(주) 한국야금(주) 귀뚜라미가스보일러  

(주)새한 한국파원트레인(주) 평화정공(주)

금호산업(주)곡성공장 동아공업(주) (주)청풍  

금호석유화학(주)울산공장 (주)삼풍전원시스템 (주)한국OA

금호석유화학(주)여천공장 서광공작(주) 미원(주)

금호케미칼(주) 삼원정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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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품질경쟁력 우수기업(50대 기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삼성전자(주)리빙사업부 린나이코리아(주)  신동아전기(주)  

LG전자 에어컨사업부 금호석유화학(주)울산공장 금호미터텍(주)

금호산업(주)곡성공장 현대엘리베이터(주) (주)한 전자

금호산업(주)광주공장 삼성중공업(주) (주)희성화학

LG전자 디지털AV사업부 샘표식품(주) 부산스틸(주)

현대건설(주) (주)케이알       (주)한국OA

금호몬산토(주) (주)파세코 한국OSG(주) 

신한은행 동환산업(주) 미원(주)

금호폴리켐(주)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아폴로산업(주)

금호석유화학(주)여수공장 효성전기(주) 동미전기공업(주)

현대자동차(주) (주)와이지-원 한성공업(주)

삼성전자(주)무선사업부 마크론정공(주) (주) 풍  

현대미포조선(주) 유니슨산업(주) (주)코맥스      

한전기공(주) (주)한미    (주)동원프라스틱

대한통운(주) 금정공업(주) (주)두하상사 

(주)에넥스 (주)유니크 조광페인트(주)

대림통상(주)금구공장 (주)귀뚜라미가스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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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49개 기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삼성전자(주)ODD사업부
금호석유화학(주)울산합성

고무공장
(주)코맥스 

삼성전자(주)무선사업부 린나이코리아(주) 한국OSG(주)

LG전자 냉장고사업부 한전기공(주) 한국특수형강(주)

LG전자디지털 상사업부 (주)엔케이 (주)한창트랜스

한전원자력연료(주) 신동아전기(주) 금정공업(주)

한화포리마(주) (주)한 전자        광우파카(주)  

금호폴리켐(주) 미크론정공(주) 금호미터텍(주)  

현대자동차(주) SCC(주) 동도바잘트산업(주)

대림통상(주)금구공장  (주)케이알  대한타이어공업(주)

금호피앤비화학(주) 대창중기공업(주) 동미전기공업(주)

금호산업(주)광주공장 유니슨산업(주) 한국야금(주)

금호산업(주)곡성공장 필코전자(주) 국제전기(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재 솔루텍(주) (주)YG-1

금호미쓰이화학(주) (주)귀뚜라미가스보일러 (주)동아지질   

금호석유화학(주)여수공장 (주)파세코 (주)청풍 

(주)에넥스  (주)한미    

금호석유화학(주)울산합성

수지공장
신동금속공업(주)



6. 연도별 품질경쟁력 우수 기업현황  897

◦ 2002 품질경쟁력 우수기업(45개 기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금호폴리캠(주)

(주)롯데캐논

삼성전기(주) 부산사업장

금호피엔비화학

한화포리머(주)

대림통상(주) 금구공장

금호산업(주) 곡성공장

현대자동차(주)

현대엘리베이터(주)

금호산업(주) 광주공장

LG전자 DS사업부

(주)에넥스

한전기공(주)

(주)코멕스

효동개발(주)

(주)디피아이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기공(주)

(주)케이알

미크론정공(주)

재 솔루텍(주)

(주)한 전자

유니슨산업(주)

신 중전기(주)

(주)태화기업

(주)엔케이

(주)귀뚜라미가스보일러

(주)와이지원

(주)한미

(주)동원프라스틱

유일고무(주)

(주)대한솔루션

한국DSG(주)

한국특수형강(주)

한국야금(주)

(주)대현테크

(주)이원솔루텍

(주)케이디파워

(주)명진TSR

(주)에이알

금호미터텍(주)

천호식품

한보니스코

동일선박공업(주)

국제전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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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품질경쟁력 우수기업(46개 기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삼성전자(주)무선사업부 현대엘리베이터(주) 삼성전기(주)부산사업장

금호폴리켐(주) (주)LG 화학 울산공장 대림통상(주) 금구공장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 (주) 디피아이 금호피엔비화학

금호석유화학(주) 

울산합성고무공장
금호타이어(주) 곡성공장 한국프렌지공업(주)

(주)에넥스 금호미쓰이공업(주) 웅진코웨이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주)한 전자 한전기공(주)

철도청 부산철도차량정비창 한미반도체(주) (주)귀뚜라미가스보일러

(주)케이알 유니슨(주) 한국OSG(주)

재 솔루텍(주) 동화엔텍 (주)대한솔루션

신 중전기(주) 한국야금(주) (주)코멕스

한국특수형강(주) (주)에이알 (주)케이디파워

(주)한창트렌스 (주)폴리텍 (주)대진기계공업

(주)파세코 (주)동원프라스틱 (주)와이지-원

(주)한국세라스톤의료기 천호식품 바이오닉스(주)   

한보니스코(주) 인산기업(주)    효동개발(주)

(주)마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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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품질경쟁력 우수기업(44개 기업)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삼성전자(주)무선사업부 삼성전기(주) 금호피엔비화학(주)

한전원자력연료(주) 금호산업(주) 광주공장 (주)케이알

재 솔루텍(주) 대림통상(주) 금구공장 한전기공(주)

금호산업(주) 곡성공장 금호미쓰이화학(주) (주)LG 화학 울산공장

현대엘리베이터(주) 유니슨 주식회사 금호폴리켐(주)

한국OSG(주) 금호석유화학(주) 여수공장 (주)귀뚜라미가스보일러

(주)디피아이 한국프랜지공업(주) (주)에넥스

(주)폴리텍 (주)비.엠.씨 (주)세원이씨에스

한미반도체(주) 신 중전기(주) (주)로템

(주)동화엔텍 (주)케이디파워 한일이화(주)

(주)풍산 (주)휘닉스피디이 금호미터텍(주)

부산철도차량관리단 한국특수형광(주) (주)파세코

(주)한일정공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한창트랜스(주)

(주)에이알 대경전장(주) (주)성일에스아이엠   

한국야금(주) 윈스피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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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산품, 전기용품 및 승강기 (안전)검사․안전인증기관 지정현황

<승강기 검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검사 업무범위 소재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www.kesi.or.kr)

유대운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

트의 완성․수시․정기검사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52-5

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강윤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

트의 완성․수시․정기검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한국승강기

안전센터

(www.kesc.or.kr)

장선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

트의 완성․수시․정기검사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88-9

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
황해웅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

트의 완성․수시․정기검사

경남 창원시

상남동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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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현황>

안전검사
기 관 명

안 전 검 사 업 무 범 위
소 재 지
(연락처)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www.kotric.or.kr)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저독성 페인트, 자동차용 안전
유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브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가정용 
압력냄비․가정용 압력솥, 휴대용 사다리, 젖병․젖꼭지, 
보온용기, 크레용․크레파스 [10품목]

서울 등포구 
등포동 8가 88

(02-2164-0151)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omtri.re.kr)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
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저독성 페인트, 휴대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유모차, 보행
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완구(작동
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
이, 삑삑이,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네그네에 한한
다.), 젖병․젖꼭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물놀이
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비비탄총, 이륜자
전거, 헬스기구, 가스라이터, 보온용기, 롤러스포츠보호
장구, 바퀴운동화, 쇼핑카트, 어린이놀이기구, 유아용
의자,  [27품목]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72-18
(02-2102-2530)
(02-2102-2540)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www.mpi.re.kr)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7품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1
(031-785-1283)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www.fiti.re.kr)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자동차용정지
표지판 [4품목]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02-2113-8128)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www.katri.re.kr)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2품목]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2-22
(02-925-2451)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www.kicm.re.kr)
미끄럼방지타일 [1품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1011-1
(032-472-9001)

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휴대용레이저용품 [1품목]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02-860-1496)

한국완구
공업협동조합

(www.kotoy.or.kr)

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
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네그
네에 한한다.), 비비탄총 [2품목]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61-1
(02-795-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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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량기 검정 및 형식인증 기준현황

구분 기준명

계량기 형식인증기준

비자동저울 형식인증기준

분동 형식인증기준

정량증추 형식인증기준

체온계 형식인증기준

전력량계류 형식인증기준

가스미터 형식인증기준

수도미터 형식인증기준

온수미터 형식인증기준

연료유미터 형식인증기준

액화석유가스미터 형식인증기준

오일미터 형식인증기준

전량눈새김탱크 형식인증기준

눈새김탱크로리 형식인증기준

혈압계 형식인증기준

적산열량계 형식인증기준

계량기검정기준

판수동저울(정량증추를 사용하는것)

판수동저울(정량증추를 사용하지 않는것)

스프링 접시지시저울 검정기준

전기식지시저울 검정기준

육명체분동 검정기준

분동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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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명

계량기검정기준

대형분동 검정기준

정량증추 검정기준

체온계 검정기준

전력량계류 검정기준

다이어램프식가스미터 검정기준

가스미터(KS 5327의 다이어램프식 이외)

수도미터 검정기준

온수용미터 검정기준

연료유미터 검정기준

액화석유가스미터 검정기준

오일미터 검정기준

전량눈새김탱크 검정기준

자동차용눈새김자붙이탱크(눈새김탱크로리)

혈압계 검정기준

적산열량계 검정기준

기준기검사기준

기준분동 검사기준

기준정량증추 검사기준

기준탱크 검사기준

기준가스미터 검사기준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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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공인교정기관 현황
인정번호 : KC00-001호                                          오리온전기(주)

□ 공인유효기간 : 2000. 9. 18 ∼ 2005. 9. 17

□ 주        소 : (우730-030)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7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성흥용                       기술책임자 : 성흥용

□ 전 화 번 호 : 054-467-5305                    팩스번호 : 054-461-4681

□ 인 정 범 위 : 길이, 전기, 질량 및 무게 (3분야, 57항목)

인정번호 : KC00-002호                     한전기공(주)

□ 공인유효기간 : 2000. 9. 18 .∼ 2005. 9. 17 

□ 주       소  : (우 463-4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번지

□ 담 당 부 서 : 측정표준실

□ 품 질 책 임 자 : 김용직                      기술책임자 : 김용직

□ 전 화 번 호 : 031-710-4421∼6                  팩스번호 : 031-710-4429

□ 인 정 범 위 : 길이, 힘/토크, 진동및충격, 속도및회전수, 전기 (5개분야, 57항목)

인정번호 : KC00-003호                  LG전자(주)MC사업본부 네트워크사업부

□ 공인유효기간 : 2000. 10. 5 ∼ 2005. 10.4

□ 주       소 : (우730-030)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73번지

□ 담 당 부 서 : 생산지원Gr                      

□ 품 질 책 임 자 : 윤효상                       기술책임자 : 김성묵 

□ 전 화 번 호 : 043-279-1336                    팩스번호 : 043-279-0840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 (3분야 18항목)

인정번호 : KC00-004호                                            삼성SDI(주)

□ 공인유효기간 : 2000. 10. 5 ∼ 2005. 10. 4

□ 주    소 : (우689-811)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             

□ 담 당 부 서 : A.E.Center 정 기술그룹                     

□ 품 질 책 임 자 : 심 환                 기술책임자 : 이근우, 정성원, 박상철

□ 전 화 번 호 : 055-380-2311              팩스번호 : 055-380-2310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및 무게, 힘, 압력 및 진공,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온도 (8분야, 72항목)

인정번호 : KC00-005호                                             KTICC(주)

□ 공인유효기간 : 2000. 10. 5 ∼ 2005. 10. 4

□ 주        소 : (우140-113)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1번지

□ 담 당 부 서 : 계측표준

□ 품 질 책 임 자 : 강두성                    기술책임자 : 김상도, 이명제

□ 전 화 번 호 : 02-3270-5291                 팩스번호 : 02-3270-5482

□ 인 정 범 위 : 압력 및 진공,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 음향 및 소음, 온도,  

                      광통신(7분야, 8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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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0-007호                                        LG전자(주) 평택

□ 공인유효기간 : 2000. 12. 9 ∼ 2005. 12. 8

□ 주        소 : (우451-862)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1번지

□ 담 당 부 서 : 디지털미디어 규격팀                      

□ 품 질 책 임 자 : 송은용                  기술책임자 : 박순기

□ 전 화 번 호 : 031-610-5336               팩스번호 : 031-610-5355

□ 인 정 범 위 : 길이,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4개 분야, 21항목)

인정번호 : KC00-008호                                        대우조선해양(주)

□ 공인유효기간 : 2000. 12. 9 ∼ 2005. 12. 8

□ 주        소 : (우656-714)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번지             

□ 담 당 부 서 : 시험평가연구팀                      

□ 품 질 책 임 자 : 배재류                   기술책임자 : 가동현

□ 전 화 번 호 : 055-680-5604                팩스번호 : 055-680-7161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전기, 재료물성(6개 분야, 75항목)

인정번호 : KC00-009호                                            한국지노(주)

□ 공인유효기간 : 2000. 12. 9 ∼ 2005. 12. 8

□ 주        소 : (우445-813)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296-1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실                      

□ 품 질 책 임 자 : 강 태 길                 기술책임자 : 강태길

□ 전 화 번 호 : 031-379-3700               팩스번호 : 031-379-3777

□ 인 정 범 위 : 온도, 습도(2개 분야, 2항목)

인정번호 :  KC00-010호                             (주)우진부설계측기술연구소

□ 공인유효기간 : 2000. 12. 9 ∼ 2005. 12. 8

□ 주       소 : (우445-813)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오산2리 292번지

□ 담 당 부 서 : 계측표준팀

□ 품 질 책 임 자 : 정학재                    기술책임자 : 유종안

□ 전 화 번 호 : 031-379-3114                팩스번호 : 031-379-3131

□ 인 정 범 위 : 진동 및 충격, 압력 및 진공, 온도(3개 분야, 37항목)

인정번호 :  KC00-011호                                 현대교정인증기술원(주)

□ 공인유효기간 : 2000. 12. 9 ∼ 2005. 12. 8

□ 주        소 : (우467-701)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 담 당 부 서 : 교정연구팀                      

□ 품 질 책 임 자 : 조충형          기술책임자 : 조충형, 강권수, 하병준, 권용택, 

□ 전 화 번 호 : 031-639-8510       팩스번호 : 031-639-8526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및무게, 힘, 압력 및 진공,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전자파, 온도, 습도, 광도 및 복사, 분광 및 색채 (12개 분야, 152항목)

인정번호 : KC00-012호                                     제주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0. 12. 9 ∼ 2005. 12. 8

□ 주     소    : (우690-130)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번지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허경욱                기술책임자 : 박경석

□ 전화번호 : 064-723-2101                팩스번호 : 064-723-2107

□ 인정범위 : 길이,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온도(5개 분야, 1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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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14호                          엘지전자(주)정보통신서울사업장

□ 공인유효기간 : 2001. 1. 6 ∼ 2006. 1. 5 

□ 주       소  : (우153-0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9번지  

□ 담 당 부 서 : 생산기술Gr

□ 품 질 책 임 자 : 홍진수                    기술책임자 : 김인철

□ 전 화 번 호 : 02-850-3287,8                팩스번호 : 02-850-3282

□ 인 정 범 위 : 전기, 전자파 (2개 분야, 10 항목)

인정번호 : KC01-015호                                  삼성전자(주)기흥사업장

□ 공인유효기간 : 2001. 1. 6 ∼ 2006. 1. 5 

□ 주       소 : (우449-9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 24번지  

□ 담 당 부 서 : 계측기술PJT

□ 품 질 책 임 자 : 최상봉                   기술책임자 : 이상길

□ 전 화 번 호 : 031-209-7484, 7432         팩스번호 : 031-209-4490

□ 인 정 범 위 : 압력 및 진공, 온도 (2개분야, 21 항목)

인정번호 : KC01-016호                                       식품의약품안전청

□ 공인유효기간 : 2001. 1. 6 ∼ 2006. 1. 5 

□ 주       소 : (우122-0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 담 당 부 서 : 방사선표준과

□ 품 질 책 임 자 : 오헌진                기술책임자 : 오헌진

□ 전 화 번 호 : 02-380-1763,4              팩스번호 : 02-351-3726

□ 인 정 범 위 : 방사선 (1개분야, 7 항목)

인정번호 : KC01-017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1. 6  ∼ 2006. 1. 5 

□ 주        소 : (우664-942)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02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계획팀

□ 품 질 책 임 자 : 이승주                 기술책임자 : 강옥수, 김동주

□ 전 화 번 호 : 055-851-1511               팩스번호 : 055-851-1797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힘/토크,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온도 

                    (6개분야, 29 항목)

인정번호 : KC01-018호                                      삼성교정기술원(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2.23 ∼ 2006. 2.22 

□ 주         소 : (우441-74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2 

□ 담 당 부 서 : 관리지원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CS센타 1층)            

□ 품 질 책 임 자 : 박의수                  기술책임자 : 백황현, 박의수

□ 전 화 번 호 : 031-200-2142∼5             팩스번호 : 031-200-2149

□ 인 정 범 위 : (14개분야, 213항목)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진동 및 충격,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직류, 교류, 용량, 저항, 인덕턴스,

                 전력, 전자계측기기), 전자파(감쇠량, 임피던스, 전압, 전자파 전력,

                 전자기장의 세기, 전자기 적합성,기타 전자파측정기), 온도, 습도,

                 분광 및 색채,재료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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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19호                                     포스코㈜포항제철소

□ 공인유효기간 : 2001. 2. 23 ∼ 2006. 2. 22
□ 주        소 : (우790-36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5번지
□ 담 당  부 서 : 전기제어설비부
□ 품 질 책 임 자 : 김경식                  기술책임자 : 안효근, 송창석, 강운홍
□ 전 화  번 호 : 054-220-0351              팩스번호 : 054-220-4099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온도, 재료물성(11분야, 72항목)

인정번호 : KC01-020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업무휴지)

□ 공인유효기간 : 2001. 02. 23 ∼ 2006. 02. 22 
□ 주        소 : (우121-733)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4             
□ 담 당 부 서 : 검사관리부 기술과                      
□ 품 질 책 임 자 : 서 종                 기술책임자 : 서 종
□ 전 화 번 호 : 02-3140-1554              팩스번호 : 02-3140-1549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자파(2개 분야, 14항목)

인정번호 : KC01-021호                                         캐리어주식회사

□ 공인유효기간 :  2001. 02. 23 ∼ 2006. 02. 22
□ 주        소 : (우506-7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81-11
□ 담 당 부 서 : 품질경 팀
□ 품 질 책 임 자 : 이갑조                     기술책임자 : 임재 , 이갑조
□ 전 화 번 호 : 062-958-0420                  팩스번호: 062-951-9864
□ 인 정 범 위 : 길이, 표면거칠기, 힘/토크, 온도(4개분야, 42항목)

인정번호 : KC01-022호                                    LG전자(주) 품질센터

□ 공인유효기간 :  2001. 4. 11 ∼ 2006. 4. 10
□ 주        소 : (우150-096) 서울시 등포구 문래동 6가 36번지
□ 담 당 부 서 : 포장환경 그룹
□ 품 질 책 임 자 : 이용호                     기술책임자 : 하성옥
□ 전 화 번 호 : 02-2630-3051                  팩스번호: 02-2630-3050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 온도, 습도(5개분야, 23항목)

인정번호 : KC01-023호                                           한국토지공사

□ 공인유효기간 :  2001. 4. 11 ∼ 2006. 4. 10
□ 주        소 : (우305-39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2번지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실
□ 품 질 책 임 자 : 이종두                     기술책임자 : 윤일형
□ 전 화 번 호 : 042-866-8701                  팩스번호 : 042-866-8702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3항목)

인정번호 : KC01-024호                                    한라공조(주)평택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1. 4. 11 ∼ 2006. 4. 10
□ 주        소 : (우 451-821)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44-1
□ 담 당 부 서  : 품질관리팀
□ 품 질 책 임 자  : 오 창 모          기술책임자 : 강석정
□ 전 화 번 호  : 031-680-7601         팩스번호 : 031-680-7983
□ 인 정 범 위  : 길이(1개분야,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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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25호                                  현대자동차(주)아산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1. 4. 11 ∼ 2006. 4. 10
□ 주        소 : (우 336-834) 충남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23번지
□ 담 당 부 서  : 아산품질관리부(교정검사실)
□ 품 질 책 임 자  : 김기철            기술책임자 : 박명복
□ 전 화 번 호  : 041-530-7591        팩 스 번 호 : 041-530-5443
□ 인 정 범 위  : 길이, 표면거칠기, 힘/토크(3개분야, 37항목)

인정번호 : KC01-026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1. 4. 11 ∼ 2006. 4. 10 
□ 주        소 : (우704-340)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번지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김세훈                      기술책임자 : 김세훈
□ 전 화 번 호 : 053-659-2235∼2243           팩스번호 : 053-625-0117
□ 인 정 범 위 : 길이,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온도, 재료물성(5 분야, 12 항목)

인정번호 : KC01-027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4. 11 ∼ 2006. 4. 10
□ 주        소 : (우420-80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번지
□ 담 당 부 서 : 표준계측실
□ 품 질 책 임 자 : 전재우                     기술책임자 : 우용진
□ 전 화 번 호 : 032-680-1807                 팩스번호: 032-680-1633
□ 인 정 범 위 : 압력 및 진공,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온도, 습도
                 (6개분야, 57항목)

인정번호 : KC01-028호                                         산업기술시험원

□ 공인유효기간 : 2001. 4. 11 ∼ 2006.  4. 10 
□ 주        소 : (우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번지
□ 담 당 부 서 : 표준계측센터
□ 품 질 책 임 자 : 고창호         기술책임자 : 이병우, 정찬흥, 유성호, 김낙규, 
유우선
□ 전 화 번 호 : 02-860-1500      팩스번호 : 02-860-1527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 및 무게, 부피, 도, 힘/토크,
                 진동 및 충격, 압력 및 진공, 유체유량,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전자파, 음향 및 소음, 온도, 수분, 습도, 광도 및 복사,
                 분광 및 색체, 광학, 재료물성(22개분야, 354항목)

인정번호 : KC01-029호                                    포스코(주)광양제철소

□ 공인유효기간 : 2001. 5. 19 ∼ 2006.  5. 18
□ 주        소 : (우 545-876) 전남 광양시 금호동 700번지
□ 담 당 부 서 : 전기제어설비부
□ 품 질 책 임 자 : 이강우                      기술책임자 : 김경식, 배상진, 
이형준
□ 전 화 번 호 : 061-790-2258                   팩스번호 : 061-790-4996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 및 무게, 압력 및 진공, 전기, 온도,
                 재료물성(8개분야, 6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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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30호                                          한국OVAL(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5. 19 ∼ 2006. 5. 18

□ 주        소 : (우363-942)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57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그룹

□ 품 질 책 임 자 : 남기한                      기술책임자 : 남기한

□ 전 화 번 호 : 043-275-6600                  팩스번호 : 043-275-5550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 (1개분야, 14항목)

인정번호 : KC01-031호                                공군 제85정 표준정비창

□ 공인유효기간 : 2001. 5. 19 ∼ 2006. 5. 18

□ 주        소 : (우 618-142)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사서함 307-23호

□ 담 당 부 서 : 제1표준측정시험소

□ 품 질 책 임 자 : 윤계준                 기술책임자 : 오정호, 백선인, 김인수, 

나채용

□ 전 화 번 호 : 051-979-3841             팩스번호 : 051-979-3820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질량 및 무게, 진동 및 충격,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유체유량,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전자파, 음향 

및 소음,

                 온도, 방사선(14개분야, 114항목)

인정번호 : KC01-032호                                          통일중공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5. 19 ∼ 2006. 5. 18.

□ 주        소 : (우 641-020)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853-5번지

□ 담 당  부 서 : 측정분석팀

□ 품 질 책 임 자 : 김은석                     기술책임자 : 박용춘, 조현제

□ 전 화 번 호 : 055-280-5713∼5              팩스번호: 055-266-3542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힘/토크(3개분야, 17항목)

인정번호 : KC01-033호                                      한전원자력연료(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5. 19 ∼ 2006. 5. 18

□ 주        소 : (우305-3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493 번지 

□ 담 당 부 서: 품질보증실 품질기술부

□ 품 질 책 임 자 : 강성훈                      기술책임자 : 이재완, 최용선

□ 전 화 번 호: 042-868-1741                   팩스번호 : 042-868-1729

□ 인 정 범 위: 길이, 표면거칠기, 전기(3개분야, 16항목)

인정번호 : KC01-034호                                      한생계량기공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5. 19 ∼ 2006. 5. 18 

□ 주        소 : (우 630-500) 경남 마산시 봉암동 666-38

□ 담 당 부 서 : 생산부

□ 품 질 책 임 자 : 김경홍                        기술책임자 : 김경홍

□ 전 화 번 호 : 055-256-3230                    팩스번호 : 055-251-9683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1개분야, 1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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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35호                                        대윤계기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7 . 7   ∼ 2006. 7 . 6 
□ 주        소 : (우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7호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207호
□ 담 당 부 서 : 교정업무부 
□ 품 질 책 임 자 : 허명의                  기술책임자 : 최연규
□ 전 화 번 호 : 02-858-6870               팩스번호 : 02-866-9422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11항목)

인정번호 : KC01-036호                                  (주)지에스인스트루먼트

□ 공인유효기간 : 2001. 7. 7  ∼ 2006. 7. 6
□ 주        소 : (우 402-20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1385-14
□ 담 당 부 서 : 정 측정파트
□ 품 질 책 임 자 : 오흥배                   기술책임자 : 류창희
□ 전 화 번 호 : 032-870-6877               팩스번호 : 032-868-0016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3개분야, 41항목)

인정번호 : KC01-037호                                      (주)강한산업기술원

□ 공인유효기간 :  2001. 7 . 7  ∼ 2006. 7 . 6  
□ 주        소 : (우462-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34-6 벽산테크노피아 706호
□ 담 당 부 서 : 교정기술부
□ 품 질 책 임 자 : 송평                    기술책임자 : 송평
□ 전 화 번 호 : 031-737-8030               팩스번호 : 031-737-8031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힘/토크(3개분야, 27항목)

인정번호 : KC01-038호                                (주)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 공인유효기간 : 2001. 7. 7  ∼ 2006. 7. 6
□ 주        소 : (우431-06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799 안양메가밸리 
102
□ 담 당 부 서 : 교정센터  
□ 품 질 책 임 자 : 김세철                  기술책임자 : 박윤경, 김광웅, 이진호
□ 전 화 번 호 : 031-441-9191              팩스번호 : 031-466-9191
□ 인 정 범 위 : 압력 및 진공,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온도
                 (5개분야, 77항목)

인정번호 : KC01-039호                                          기아자동차(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137-893)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 담 당  부 서 : 품질시험팀
□ 품 질 책 임 자 : 1표준실(성인용), 2표준실(김윤태) 
□ 사업장소재지
  - 제1표준실 : (423-824)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1번지
  - 제2표준실 : (502-250)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700
□ 전 화 번 호 : 
  - 제1표준실 : 02-801-3218             팩스번호: 02-801-3382
  - 제2표준실 : 062-370-4101            팩스번호 : 062-370-4107
□ 인 정  범 위 :
  - 제1표준실 : 길이, 표면거칠기, 힘/토크, 재료물성(4개분야, 35항목)
  - 제2표준실 : 길이, 질량, 힘/토크, 압력 및 진공(4개분야, 3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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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40호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우561-202)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한일석                 기술책임자 : 김진환, 장호열, 이진만, 

황성원

□ 전 화 번 호 : 063-210-6450             팩스번호 : 063-210-6479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및무게, 힘, 압력, 전기, 온도 (6개 분야, 22개 항목)

인정번호 : KC01-041호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1. 08. 16 ∼ 2006.  08. 15 

□ 주        소 : (우200-17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박재일                           기술책임자 : 박재일

□ 전 화 번 호 : 033-260-1646                       팩스번호 : 033-260-1659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힘/토크, 온도(4분야, 20항목)

인정번호: KC01-042호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우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번지

□ 담 당 부 서 : 기술지원센터

□ 품 질 책 임 자 : 송명준                  기술책임자 : 배강식, 유기수

□ 전 화 번 호 : 042-865-6141∼3          팩스번호 : 042-865-6119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힘/토크, 전기(4개분야, 22항목)

인정번호 : KC01-043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우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번지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이행근                         기술책임자 : 서윤종 

□ 전 화 번 호 : 062-360-9204                     팩스번호 : 062-366-9669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전기, 온도(6개분야, 34 항목)

인정번호 : KC01-044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1. 08. 16  ∼ 2006.  08. 15 

□ 주        소 : (우616-11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63-13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윤기혁                           기술책임자 : 윤기혁

□ 전 화 번 호 : 051-335-4035                       팩스번호 : 051-341-4204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도,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전기, 온도, 재료물성

                 (8개분야, 41항목)



912  부     록

인정번호 : KC01-045호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우405-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블럭 1롯트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오병실                기술책임자 : 오병실
□ 전 화 번 호 : 032-450-1161             팩스번호 : 032-818-8363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및 무게, 힘, 압력, 전기, 온도(6개분야, 22항목)

인정번호 : KC01-046호                                     한국방송공사(KBS)

□ 공인유효기간 : 2001. 8 . 16 ∼ 2006. 8 . 15 
□ 주        소 : (우150-010)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18
□ 담 당 부 서 : 방송기기정비국 검사
□ 품 질 책 임 자 : 김선권                 기술책임자 : 양성점
□ 전 화 번 호 : 02-781-5423, 5426         팩스번호 : 02-781-5499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2개분야, 2항목)

인정번호 : KC01-047호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우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번지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고현수                    기술책임자 : 고현수
□ 전 화 번 호 : 055-268-2511, 2565           팩스번호 : 055-285-5382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및 무게, 압력 및 진공, 전기, 음향 및 소음, 온도(6개분야, 23항목)

인정번호 : KC01-048호                                          두산중공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우641-792)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 담 당 부 서 : 기술지원부            
□ 품 질 책 임 자 : 김일봉                 기술책임자 : 조점용, 장인수, 이승만
□ 전 화 번 호 : 055-278-3631              팩스번호 : 055-278-8533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전기, 온도, 재료물성  
                (8개분야, 128항목)

인정번호 : KC01-049호                                            (주)한국일측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우 460-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3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팀
□ 품 질 책 임 자 : 최 용 진                       기술책임자 : 허태범
□ 전 화 번 호 : 031-749-1551                      팩스번호 : 031-742-7408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3개분야, 53항목)

인정번호 : KC01-050호                                        종로계기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8. 16 ∼ 2006. 8. 15  
□ 주       소  : (우133-100) 서울 성동구 옥수동 319-1 번지    
□ 담 당 부 서 : 업 2과
□ 품 질 책 임 자 : 유수상                  기술책임자 : 이완석
□ 전 화 번 호 : 02-2297-9900               팩스번호 : 02-2298-6419
□ 인 정 범 위 : 질량(1개분야, 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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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5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01. 09. 28 ∼ 2006. 09. 27

□ 주        소 : (우153-0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번지          

□ 담 당 부 서 : 계측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임승빈                       기술책임자 : 민관기

□ 전 화 번 호 : 02-856-5615                    팩스번호 : 02-856-5618

□ 인 정 범 위 : 길이, 표면거칠기, 질량, 부피,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온도, 

재료물성

                 (8개분야, 47항목)

인정번호 : KC01-052호                                  코리아인스트루먼트(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09. 28 ∼ 2006. 09. 27

□ 주        소 : (우153-02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69-21 번지

                   대륭테크노타운Ⅱ 105호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실

□ 품 질 책 임 자 : 윤병선                    기술책임자 : 박상규, 정희주

□ 전 화 번 호 : 02-863-1901∼4              팩스번호 : 02-863-1905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전자파, 광도 및 복사

                 (5개분야, 64항목)

인정번호 : KC01-053호                                        대우종합기계(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9. 28 ∼ 2006. 9. 27

□ 주        소 : (우401-02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11번지

□ 담 당 부 서 : 신뢰성평가센터

□ 품 질 책 임 자 : 고   정                  기술책임자 : 강문석

□ 전 화 번 호 : 032-760-6438               팩스번호 : 032-762-1521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힘/토크, 재료물성(5개분야, 42항목)

인정번호 : KC01-055호                                        (주)표준전자통신

□ 공인유효기간 : 2001. 9. 28 ∼ 2006. 9. 27

□ 주        소 : (우435-030)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60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양 희 운

□ 전 화 번 호 : 031-427-0500               팩스번호 : 031-427-0504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2개분야, 3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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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56호                                          (주)경도하이텍

□ 공인유효기간 : 2001. 09. 28 ∼ 2006. 09. 27

□ 주        소 : (우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4번지 29동 220, 320호   

□ 담 당 부 서 : 표준계측팀

□ 품 질 책 임 자 : 성치문                     기술책임자 : 성치문

□ 전 화 번 호 : 031-499-1204/5, 430-1046/7  팩스번호 : 031-430-1048

□ 인 정 범 위 : 힘/토크, 재료물성(2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1-057호                                        신한계기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9. 28. ∼ 2006. 9. 27.

□ 주        소 : (우456-140)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468-3 번지

□ 담 당 부 서 : 정 계측부

□ 품 질 책 임 자 : 황현규                        기술책임자 : 이성국

□ 전 화 번 호 : 031-792-6701                    팩스번호 : 031-792-6501

□ 인 정 범 위 : 질량, 힘/토크(2개분야, 9항목)

인정번호 : KC01-058호                                        (주)나노하이테크

□ 공인유효기간 : 2001. 9. 28 ∼ 2006. 9. 27 

□ 주        소 : (우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99-8

□ 담 당 부 서 : 교정부

□ 품 질 책 임 자 : 김병택                   기술책임자 : 김병택

□ 전 화 번 호 : 042-862-0220               팩스번호 : 042-861-0512

□ 인 정 범 위 : 질량(1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1-059호                                          현대자동차(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9. 28 ∼ 2006. 9. 27

□ 주        소 : (우 683-380)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시험팀

□ 품 질 책 임 자 : 김두환                  기술책임자 : 이승호, 김 호, 김현남

□ 전 화 번 호 : 052-280-3347                 팩스번호 : 052-280-4926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 힘/토크, 진동 및 충격, 압력 및     

                진공, 속도 및 회전수, 온도(9개분야, 59항목)

인정번호 : KC01-060호                                           한국가스공사

□ 공인유효기간 : 2001. 9. 28 ∼ 2006. 9. 27

□ 주        소 : (우 425-790) 경기도 안산시 일동 한국가스공사 638-1

□ 담 당 부 서 : 현장기술지원센터

□ 품 질 책 임 자 : 허재                   기술책임자 : 정종태, 이승준, 하 철

□ 전 화 번 호 : 031-400-7510      팩스번호 : 031-416-9014

□ 인 정 범 위 : 길이, 표면거칠기, 압력 및 진공, 유체유량, 전기, 온도(6개분야, 4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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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61호                                          현대중공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9. 28 ∼ 2006. 9. 27

□ 주        소 : (우682-06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 담 당 부 서 : 산업기술연구소 재료연구실

□ 품 질 책 임 자 : 김인호                         기술책임자 : 이상억, 권재순

□ 전 화 번 호 : 052-230-6766                      팩스번호 : 052-250-9575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전기, 온도(6개분야, 47항목)

인정번호 : KC01-062호                                  (주)한국측정시험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616-11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 1동 812-43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강을윤                       기술책임자 : 엄용희, 이채현

□ 전 화 번 호 : 051-343-6162                    팩스번호 : 051-343-6164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힘/토크, 온도(4개분야, 35항목)

인정번호 : KC01-063호                                        (주)대우표준계측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730-0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번지

□ 담 당 부 서 : TV 기술팀

□ 품 질 책 임 자 : 윤 종 율                    기술책임자 : 지용기

□ 전 화 번 호 : 054-467-7417                   팩스번호 : 054-461-1874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2개분야, 25항목)

인정번호 : KC01-064호                                              (주)칼테크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704-170)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23-4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박삼훈                       기술책임자 : 박삼훈

□ 전 화 번 호 : 053-584-8841                    팩스번호 : 053-586-1941

□ 인 정 범 위 : 길이, 재료물성(2 분야 38항목)

인정번호 : KC01-065호                                       서울도시가스(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411-45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236-1

□ 담 당 부 서 : 서울에너지환경연구소 교정시험실

□ 품 질 책 임 자 : 이 상 훈                 기술책임자 : 이상훈

□ 전 화 번 호 : 031-910-8600                팩스번호 : 031-910-8638

□ 인 정 범 위 : 압력 및 진공(1개분야,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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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66호                                      자인테크놀로지(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373-83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940-2 

□ 담 당 부 서: 품질관리부

□ 품 질 책 임 자 : 이덕기                    기술책임자 : 이덕기

□ 전 화 번 호: 043-733-8580                  팩스번호 : 043-733-8581

□ 인 정 범 위: 유체유량(1개분야, 14항목)

인정번호 : KC01-067호                                       한국가스안전공사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429-010)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

□ 담 당 부 서 : 시험검사실 기기검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정연학                    기술책임자 : 정연학

□ 전 화 번 호 : 031-310-1548                 팩스번호 : 031-315-4365

□ 인 정 범 위 : 길이, 압력(2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1-068호                                            (주)대 계기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308-020)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89-1 17동108호

□ 담 당 부 서 : 정 계측부

□ 품 질 책 임 자 : 권진원                     기술책임자 : 권진원

□ 전 화 번 호 : 042-670-7723                  팩스번호 : 042-670-7721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1개분야, 7항목)

인정번호 : KC01-069호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 467-880)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370-9

□ 담 당 부 서 : 기술과 교정담당

□ 품 질 책 임 자 : 박석주                      기술책임자 : 박정규

□ 전 화 번 호 : 031-644-7520                   팩스번호 : 031-644-7423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자파(2개분야, 2 항목)

인정번호 : KC01-070호                                           (주) LG-ITS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 730-360)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642번지

□ 담 당 부 서 : 구미 계측센터

□ 품 질 책 임 자 : 김동욱                      기술책임자 : 정재호, 최상욱

□ 전 화 번 호 : 054-470-2280                   팩스번호 : 054-470-2281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및 무게,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 광도 및 복사,

                 분광 및 색체(3개분야, 25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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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71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11. 19 ∼ 2006. 11. 18

□ 주        소 : (우150-010)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25-12

□ 담 당 부 서 : 기술지원부

□ 품 질 책 임 자 : 이 강 욱                   기술책임자 : 이강욱

□ 전 화 번 호 : 02-2004-5205                 팩스번호 : 02-2004-5275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3개분야, 25 항목)

인정번호 : KC01-072호                                              (주)코닉스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 405-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8번지 (78B-1L)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홍 성 남                 기술책임자 : 김승현

□ 전 화 번 호 : 032-811-9111               팩스번호 : 032-811-7270  

□ 인 정 범 위 : 압력, 전기, 온도(3개분야, 33항목)

인정번호 : KC01-073호(1/6)                             쌍용자동차(주)평택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459-711)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팀 품준측정실

□ 품 질 책 임 자 : 이우석                       기술책임자 : 양재연

□ 전 화 번 호 : 031-610-1551∼2,9               팩스번호 : 031-610-3713

□ 인 정 범 위 : 길이, 힘/토크(2개분야, 25항목)

인정번호 : KC01-074호                                           환경관리공단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463-4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26-4

□ 담 당 부 서 : 측정관리처 측정기검사팀

□ 품 질 책 임 자 : 한상우                    기술책임자 : 진병복

□ 전 화 번 호 : 031-708-8672∼4             팩스번호 : 031-703-1787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17항목)

인정번호 : KC01-075호                                            (주)용아산업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500-2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4-1

□ 담 당 부 서 : 품질계획팀

□ 품 질 책 임 자 : 유장열

□ 전 화 번 호 : 062) 571-8797               팩스번호 : 062)571-0277

□ 인 정 범 위 : 질량, 힘/토크(2분야,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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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76호                                      (주) 와이즈콘트롤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449-905)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199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박기용                  기술책임자 : 서보원

□ 전 화 번 호 : 031-280-5180              팩스번호 : 031-280-5184

□ 인 정 범 위 : 압력 및 진공, 온도(2개분야, 26항목)

인정번호 : KC01-077호                                                (주)효성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 5 ∼ 2006. 12. 4.

□ 주        소 : (우641-712) 경남 창원시 내동 효성중공업(주) 454-2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팀 계측기표준실

□ 품 질 책 임 자 : 전근호                      기술책임자 : 박경용, 김후성

□ 전 화 번 호 : 055-268-9235, 36              팩스번호 : 055-268-9260

□ 인 정 범 위 : 길이, 전기(2 분야, 24 항목)

인정번호 : KC01-079호                                              (주)큐엔큐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604-0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2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한상술                        기술책임자 : 한상술

□ 전 화 번 호 : 051-292-0395                    팩스번호 : 051-292-0397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압력 및 진공(4개분야, 50항목)

인정번호 : KC01-080호                                  삼성전기(주)부산사업장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618-721)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23-2 녹산공단

□ 담 당 부 서 : 표준계기실

□ 품 질 책 임 자 : 백현기                   기술책임자 : 신 민

□ 전 화 번 호 : 051-970-8242               팩스번호 : 051-970-8712

□ 인 정 범 위 : 길이, 전기분야 (2개분야, 18항목)

인정번호 : KC01-081호                                          기아특수강(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573-400)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

□ 담 당 부 서 : 연구관리팀

□ 품 질 책 임 자 : 소진왕                   기술책임자 : 소진왕

□ 전 화 번 호 : 063-460-8781               팩스번호 : 063-460-8394

□ 인 정 범 위 : 길이, 힘/토크(2개분야, 1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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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82호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5. ∼ 2006. 12. 4.

□ 주        소 : (우152-055)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04-3

□ 담 당 부 서 : 계측기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송종보                  기술책임자 : 양희정

□ 전 화 번 호 : 02-856-0947               팩스번호 : 02-856-0948

□ 인 정 범 위 : 방사선 (1개분야, 2항목)

인정번호 : KC01-083호                                                (주)유천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27 ∼ 2006. 12. 26

□ 주        소 : (우440-3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66-2

□ 담 당 부 서 : 중앙기술연구소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임성택                   기술책임자 : 임성택

□ 전 화 번 호 : 031-251-2711               팩스번호 : 031-251-2715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7항목)

인정범위 : KC01-084호[반납]                      현대자동차(주)공작기계사업부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27 ∼2006. 12. 26

□ 주        소 : (우680-050)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13

□ 담 당 부 서 : 공작기계품질관리부

□ 품 질 책 임 자 : 한길부                     기술책임자 : 이규환

□ 전 화 번 호 : 052-279-7319,7327            팩스번호 : 052-279-7535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힘/토크, 재료물성(5개분야, 40항목)

인정번호 : KC01-085호                                 쌍용자동차(주) 창원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27 ∼ 2006. 12. 26

□ 주        소 : (우641-315) 경남 창원시 성산동 79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관리팀

□ 품 질 책 임 자 : 이동은                   기술책임자 : 최명수

□ 전 화 번 호 : 055-268-0451               팩스번호 : 055-268-0686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3개분야, 3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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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1-086호                                      두산인프라코어(주)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27 ∼ 2006. 12. 26  

□ 주        소 : (우641-090)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3번지

□ 담 당 부 서 : 공기자동화사업본부 품질관리팀

□ 품 질 책 임 자 : 이종홍                  기술책임자 : 조유근

□ 전 화 번 호 : 055-280-4535              팩스번호: 055-280-4539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힘/토크, 재료물성(5개분야, 41항목)

인정번호 : KC01-087호                                         한국수자원공사

□ 공인유효기간 : 2001. 12. 27 ∼ 2006. 12. 26

□ 주       소 : (우305-390)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2-1

□ 담 당 부 서 : 수자원연구소

□ 품 질 책 임 자 : 신강욱                   기술책임자 : 오석

□ 전 화 번 호 : 042-860-0343               팩스번호 : 042-860-0368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088호                                                위아(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1. 31 ∼ 2007. 1. 30

□ 주        소 : (우641-711)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8번지

□ 담 당 부 서 : 기계품질보증부 교정기술팀

□ 품 질 책 임 자 : 권진태                    기술책임자 : 이상호

□ 전 화 번 호 : 055-280-9408                팩스번호 : 055-282-9685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분야 (2개분야, 22항목)

 인정번호 : KC02-089호                                           대우정 (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619-873)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5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시험팀

□ 품 질 책 임 자 : 안상선                      기술책임자 : 김명제, 안병섭

□ 전 화 번 호 : 051-509-2306, 2412            팩스번호 : 051-509-2422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힘/토크, 재료물성(4개분야, 19항목)

인정번호 : KC02-090호                                               (주) 카스

□ 인정유효기간 : 2002. 1. 31 ∼ 2007. 1. 30

□ 주        소 : (우482-841)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19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이승우                    기술책임자 : 이승우

□ 전 화 번 호 : 031-820-1278                 팩스번호 : 031-820-1364

□ 인 정 범 위 : 질량, 힘(2개분야, 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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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091호                                      (주) 풍산 안강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2. 1. 31 ∼ 2007. 1. 30

□ 주       소 : (우 780-805)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22-2 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관리부

□ 품 질 책 임 자 : 장문규                  기술책임자 : 석호룡, 최상수

□ 전 화 번 호 : (054) 760-6346, 6123        팩스번호: (054) 760-6400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온도, 재료물성

                 (7개분야, 57항목)

인정번호 : KC02-092호                                          넥스원퓨처(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30

□ 주        소 : (우730-0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133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팀/교정센터

□ 품 질 책 임 자 : 박대제                   기술책임자 : 김일하, 박재수, 

박봉희

□ 전 화 번 호 : 054-469-8276                팩스번호 : 054-469-8443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및 무게,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전자파,

                 온도(8개분야, 65항목)

인정번호 : KC02-093호                                        한성계기공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7-1

                  (시화유통상가 7동 129호,229호,230호)

□ 담 당 부 서 : 교 정 실

□ 품 질 책 임 자 : 박진희                   기술책임자 : 박진희

□ 전 화 번 호 : 031-430-5022                팩스번호 : 031-430-5024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1개분야, 11항목)

인정번호 : KC02-094호                                             LS산전(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361-290)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산전청주공장 1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실

□ 품 질  책 임 자 : 박종화                    기술책임자 : 최원식, 이희철

□ 전 화 번 호 : 043-261-6525∼6               팩스번호 : 043-261-6607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및 무게, 전기, 온도(4개분야, 66항목)

인정번호 : KC02-095호                                           (주) 신한계기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 30

□ 주        소 : (우363-891)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69-8 

□ 담 당 부 서 : 교정부

□ 품 질 책 임 자 : 이일용                  기술책임자 : 이일용

□ 전 화 번 호 : 043-235-7609,7605          팩스번호 : 043-235-7611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1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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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096호                              (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 담 당 부 서 : 신뢰성평가팀

□ 품 질 책 임 자 : 임병옥                   기술책임자 : 이종근

□ 전 화 번 호 : 031-428-7545                팩스번호 : 031-455-2925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2개분야, 24항목)

인정번호 : KC02-097호                                              파츠닉(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580-100) 전북 정읍시 망제동 19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경 팀

□ 품 질 책 임 자 : 복진기                   기술책임자 : 국성호

□ 전 화 번 호 : 063-530-8190                팩스번호 : 063-530-8194

□ 인 정 범 위 : 전기 분야(1 분야, 14 항목)

인정번호 : KC02-098호                                       한국원자력연구소

□ 공인유효기관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305-3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실/방사선안전관리실

□ 품 질 책 임 자 : 임남진                    기술책임자 : 김봉환

□ 전 화 번 호 : 042-868-8040, 8386           팩스번호 : 042-868-8609

□ 인 정 범 위 : 방사선분야 (1개분야, 12 항목)

인정번호 : KC02-099호                                            (주)한신금풍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415-854)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301-1

□ 담 당 부 서 : 품질경 팀

□ 품 질 책 임 자 : 안광국                     기술책임자 : 안광국

□ 전 화 번 호 : 031-989-9991                  팩스번호 : 031-989-9994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2개분야, 6항목)

인정번호 : KC02-100호                                            대도계기(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1. 31 ∼ 2007. 1. 30

□ 주        소 : (우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5-7(시화공단 3다 708호)

□ 담 당 부 서 : 교 정 실

□ 품 질 책 임 자 : 김규완                   기술책임자 : 김규완

□ 전 화 번 호 : 031-433-4031               팩스번호 : 031-433-5808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분야(1개분야, 1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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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01호                                         한국기계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641∼010) 경남 창원시 상남동 66 번지

□ 담 당 부 서 : 표준교정그룹

□ 품 질 책 임 자 : 조경식               기술책임자 : 김양만, 이재용

□ 전 화 번 호 : 055-280-3651            팩스번호 : 055-280-3656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전기, 온도, 압력 및 진공, 

                 재료물성(8개분야, 112항목)

인정번호 KC02-102호                                     제일정 산업기기(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465-013)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17-5

□ 담 당 부 서 : 정 측정과

□ 품 질 책 임 자 : 신승욱                 기술책임자 : 이재선

□ 전 화 번 호 : (031) 794-0481            팩스번호: (031) 794-0480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 분야 (2개분야, 6항목)

인정번호 : KC02-103호                                    (주)카스트엔지니어링

□ 공인유효기관 : 2002. 01. 31 ∼ 2007. 01. 30

□ 주        소 : (우730-921)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1068-2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사업부

□ 품 질 책 임 자 : 최 강 길                 기술책임자 : 최강길

□ 전 화 번 호 : 054-453-5190               팩스번호 : 054-453-9799

□ 인 정 범 위 : 전기(1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104호                                    에이치피엠(주)(울산)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683-360)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2-1 APT형공장  B103호

□ 담 당 부 서 : 기술부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오기홍             기술책임자 : 오기홍, 이용상

□ 사업장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2-1 APT형공장 B103호

□ 전 화 번 호 : 052-289-2710(代)     팩스번호 : 052) 288-2711

□ 인 정 범 위 : 길이, 표면거칠기, 각도,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재료물성

                  (6개분야, 5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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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05호                                            (주)삼덕과학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471-01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03-7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이행재                 기술책임자 : 이행재

□ 전 화 번 호 : 031-563-3590              팩스번호 : 031-563-4665

□ 인 정 범 위 : 부피, 도(1개분야, 4항목)

인정번호 : KC02-106호                                           SK텔레콤(주)

□ 인정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463-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1

□ 담 당 부 서 : Network구축본부 품질보증센터

□ 품 질 책 임 자 : 나종환                기술책임자 : 윤재명

□ 전 화 번 호 : 031-710-5376             팩스번호 : 031-710-5399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3개분야, 11항목)

인정번호 : KC02-107호                                      (주)이디교정기술원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462-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7-15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실

□ 품 질 책 임 자 : 옥 주               기술책임자 : 옥 주

□ 전 화 번 호 : 031-747-8700            팩스번호 : 031-747-7474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분야(3개분야, 28항목)

인정번호 : KC02-108호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445-812)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산 28-1

□ 담 당 부 서 : 도로시험부

□ 품 질 책 임 자 : 문석환                   기술책임자 : 조규성

□ 전 화 번 호 : 031-371-3243                팩스번호 : 031-371-3249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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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09호                                          (주)대 씨엔티

□ 인정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437-010)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96-2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이유식                      기술책임자 : 송주현, 이유식

□ 전 화 번 호 : 031-458-1053, 1058             팩스번호 : 031-458-1134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부피, 힘/토크, 압력 및 진공, 온도, 재료물성

                 (7개분야, 46항목)

인정번호 : KC02-110호                                   LG이노텍(주)광주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506-251)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78-1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팀

□ 품 질 책 임 자 : 이호근                     기술책임자 : 천동욱

□ 전 화 번 호 : 062-950-0543,0545             팩스번호 : 062-950-0218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3개분야, 42항목)

인정번호 : KC02-111호                                          (주)협성히스코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150-104) 서울 등포구 양평동4가 15-5

□ 담 당 부 서 : 기술연구소

□ 품 질 책 임 자 : 김창복                     기술책임자 : 김창복

□ 전 화 번 호 : 02-2677-4515                  팩스번호 : 02-2672-1873

□ 인 정 범 위 : 압력, 온도(2개분야, 30항목)

인정번호 : KC02-112호                                            (주)천광정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133-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0-7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팀

□ 품 질 책 임 자 : 설춘경                      기술책임자 : 설춘경

□ 전 화 번 호 : 02-468-9525                   팩스번호 : 02-499-4369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9항목)

인정번호 : KC02-113호                                               (주)STX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641-315) 경남 창원시 성산동 80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실

□ 품 질 책 임 자 : 문 대                      기술책임자 : 최용석

□ 전 화 번 호 : 055-280-0238                   팩스번호 : 055-262-8160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3개분야, 4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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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14호                                       인천산업계기(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403-011)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70-90

□ 담 당  부 서 : 교정업무부

□ 품 질 책 임 자 : 이상현                       기술책임자 : 이상현

□ 전 화 번 호 : (032) 527-2101∼2               팩스번호 : (032) 527-7649

□ 인 정 범 위 : 질량, 힘/토크(2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115호                                  LG전자(주) 창원1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641-110)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2번지

□ 담 당 부 서 : 조리기기사업부 품질보증그룹

□ 품 질 책 임 자 : 김수용                       기술책임자 : 박채규, 김용태

□ 전 화 번 호 : (055)260-3948                    팩스번호 : (055)268-4663

□ 인 정 범 위 : 길이, 전기(2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116호                                           (주)대신정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133-8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39-46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전홍희                       기술책임자 : 전홍희

□ 전 화 번 호 : (02)461-8896∼8                  팩스번호 : (02)461-4408

□ 인 정 범 위 : 질량, 힘/토크(2개분야, 9항목)

 인정번호 : KC02-117호                                           경성시험기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425-110)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4바 756호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황치일                       기술책임자 : 황치일

□ 전 화 번 호 : 031-433-8462                    팩스번호 : 031-497-8047

□ 인 정 범 위 : 힘/토크(1개분야, 1 항목)

인정번호 : KC02-118호                                          제일시험기(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465-18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246-2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기술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김 길                     기술책임자 : 김 길

□ 전 화 번 호 : 02-472-0075∼6                팩스번호 : 02-473-0078

□ 인 정 범 위 : 질량, 힘/토크(2개분야, 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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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19호                                  (사)부품산업테크노센터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501-1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정연오                      기술책임자 : 김배석

□ 전 화 번 호 : 062-230-6851                   팩스번호 : 062-234-6772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2개분야, 17항목)

인정번호 : KC02-120호                                    (주)아이티교정연구소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730-041)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9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임철호                       기술책임자 : 임철호

□ 전 화 번 호 : 054-460-2391                    팩스번호 : 054-460-2393

□ 인 정 범 위 : 길이, 압력,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 전자파

                 (6개분야, 33항목)

인정번호 : KC02-121호                                        한국정 측정(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3.14 ∼ 2007. 3.13

□ 주        소 : (우641-840) 경남 창원시 용호동 48-12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김진만                        기술책임자 : 김진만

□ 전 화 번 호 : 055-284-7890                     팩스번호 : 055-284-8885

 □ 인 정 범 위 : 힘/토크, 온도, 재료물성(3개분야, 18항목)

인정번호 : KC02-122호                                        현대정 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4. 1 ∼ 2007. 3.31

□ 주        소 : (우130-070)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51-60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관리실

□ 품 질 책 임 자 : 이우일                        기술책임자 : 김상범

□ 전 화 번 호 : 02-928-9000                      팩스번호 : 02-953-0526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 (2개분야, 5항목)

인정번호 : KC02-123호                                            (주)한 넉스

□ 공인유효기간 : 2002. 4. 1 ∼ 2007. 3.31

□ 주        소 : (우402-2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81-3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권혁식                    기술책임자 : 서인석

□ 전 화 번 호 : 032-867-0941                 팩스번호 : 032-868-5899

□ 인 정 범 위 : 전기, 온도(2개분야, 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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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24호                                        신강정 공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4. 1 ∼ 2007. 3.31

□ 주        소 : (우482-857)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428-2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김근용                    기술책임자 :  임진호

□ 전 화 번 호 : 031-866-4413                 팩스번호 : 031-865-0497

□ 인 정 범 위 : 힘/토크(1개분야, 2항목)

인정번호 : KC02-125호                                        한국도로전산(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4. 1 ∼ 2007. 3.31

□ 주        소 : (우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번지

                  분당테크노파크 D-401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이호                      기술책임자 : 이호

□ 전 화 번 호 : 031-703-8812                  팩스번호 : 031-703-8816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2항목)

인정번호 : KC02-126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02. 4. 1 ∼ 2007. 3.31

□ 주        소 : (우500-480)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번지

□ 담 당 부 서 : 광산업지원센터

□ 품 질 책 임 자 : 신승우                     기술책임자 : 장경천

□ 전 화 번 호 : 062-972-6667                  팩스번호 : 062-972-6670

□ 인 정 범 위 : 길이(1개분야, 15항목)

인정번호 : KC02-127호                                    (유)대 종합측정산업

□ 공인유효기간 : 2002. 4. 1 ∼ 2007. 3.31

□ 주        소 : (우561-3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71-25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장순도                     기술책임자 : 차 수

□ 전 화 번 호 : 063-214-9011                 팩스번호 : 063-214-0236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부피, 힘/토크(3개분야, 15항목)

인정번호 : KC02-128호                                        경원계기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 411-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1932-76

□ 담 당 부 서 : 교 정 부

□ 품 질 책 임 자 : 이돈환                        기술책임자 : 이재명

□ 전 화 번 호 : 031-914-4115                     팩스번호 : 031-919-2453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1개분야,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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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29호                                           (주) 흥진정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415-070)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92-27

□ 담 당 부 서 : 품질관리부

□ 품 질 책 임 자 : 김태욱                          기술책임자 : 김태욱

□ 전 화 번 호 : (031)986-2351-4                    팩스번호 : (031)983-0749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부피, 힘/토크(3개분야, 15항목)

인정번호 : KC02-130호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361∼27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번지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민경석                        기술책임자 : 김동옥, 민경석

□ 전 화 번 호 : 043-230-5300                     팩스번호 : 043-235-2491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전기, 온도(4개분야, 12항목)

인정번호 : KC02-131호                                    프라임엔지니어링(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462-1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23-28

                   SK-아파트형공장 303호           

□ 담 당 부 서 : 생산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박철우                         기술책임자 : 박길하

□ 전 화 번 호 : 031-745-6566                      팩스번호 : 031-745-6027

□ 인 정 범 위 : 온도(1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132호                                            (주)스펙코어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153-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983-1

□ 담 당 부 서 : 교정부

□ 품 질 책 임 자 : 나종진                         기술책임자 : 조용석

□ 전 화 번 호 : 02-896-1001                       팩스번호 : 02-803-7257

□ 인 정 범 위 : 길이, 전기(2개분야 45항목)

인정번호 : KC02-133호                                            (주)대전계기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300-020)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7-2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팀

□ 품 질 책 임 자 : 석창진                         기술책임자 : 석창진, 

□ 전 화 번 호 : 042-282-6006                      팩스번호 : 042-282-5005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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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35호                                        대정에이엠씨(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142-07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247-14

□ 담 당  부 서 : 품질보증팀

□ 품 질 책 임 자 : 이기석                         기술책임자 : 이기석

□ 전 화 번 호 : 02-997-4566                       팩스번호 : 02-908-2747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1항목)

 인정번호 : KC02-136호                                     한국원자력기술(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306-230)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87-2 벤처타운 다산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고병령                         기술책임자 : 고병령

□ 전 화 번 호 : 042-935-8711                      팩스번호 : 042-935-8710

□ 인 정 범 위 : 방사선 (1개분야, 3항목)

 인정번호  KC02-137호                                 계량계측시험연구소(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681-34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770-12

□ 담 당 부 서 : 표준교정실

□ 품질 책임자 : 허성부                             기술책임자 : 허성부

□ 전 화 번 호 : (052) 247-9222                     팩스번호: (052) 224-7770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1개분야, 4항목)

인정번호  KC02-138호                                        성원계기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2. 5. 1

□ 주       소 : (우225-812)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724-5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팀

□ 품 질 책 임 자  : 김종기                      기술책임자 : 김종기

□ 전 화 번 호 : 033-343-5555                   팩스번호 : 033-343-5553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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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KC02-139호                              (재)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7-10

□ 담 당 부 서 : 검교정1팀

□ 품 질 책 임 자 : 류승현                       기술책임자 : 김창열

□ 전 화 번 호 : 02-543-3710                     팩스번호 : 02-516-5398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10항목)

인정번호  KC02-140호                                            대성계전(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5. 2 ∼ 2007. 5. 1

□ 주        소 : (우626-230)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289-22

□ 담 당 부 서 : 교정과

□ 품 질 책 임 자 : 김대원                        기술책임자 : 김대원,

□ 전 화 번 호 : 055-385-7894                     팩스번호 : 055-384-0152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4항목)

인정번호 : KC02-141호                                            대성계기(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6. 18 ∼ 2007. 06. 17

□ 주        소 : (우718-921)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594-2

□ 담 당 부 서 : 교정부

□ 품 질 책 임 자 : 김갑동                         기술책임자 : 김창식

□ 전 화 번 호 : 054-973-3700∼2                   팩스번호 : 054-973-3703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1개분야, 3항목) 

 인정번호 : KC02-142호                                           대경테크(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6. 18 ∼ 2007. 06. 17

□ 주       소 : (우405-310)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88-10 118블럭 10롯트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이명원                            기술책임자 : 이명원

□ 전 화 번 호 : 032-822-5511                         팩스번호 : 032-821-4580

□ 인 정 범 위 : 힘/토크(1개분야, 1항목)

인정번호 : KC02-144호                                            한국렌탈(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06. 18  ∼ 2007. 06. 17

□ 주       소 : (우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18 부옥빌딩 7층

□ 담 당 부 서 : 교정센터

□ 품질 책임자 : 조광하                            기술책임자 : 이흥원

□ 전 화 번 호 : 02-567-0196                       팩스번호 : 02-567-0197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3개분야, 3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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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45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공인유효기관 : 2002. 6. 18 ∼ 2007. 6. 17

□ 주        소 : (우305-33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 담 당 부 서 : 선량평가팀

□ 품 질 책 임 자 : 한승재                         기술책임자 : 한승재

□ 전 화 번 호 : 042-868-0305                      팩스번호 : 042-868-0275

□ 인 정 범 위 : 방사선분야(1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146호                                        (주)만도문막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2. 6. 18 ∼ 2007. 6. 17

□ 주        소 : (우220-805)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22 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경 팀

□ 품 질 책 임 자 : 심창섭                          기술책임자 : 이현철

□ 전 화 번 호 : 033-730-6665                       팩스번호 : 033-730-7984

□ 인 정 범 위 : 길이(1개분야, 10항목)

인정번호 : KC02-147호                                            희성금속(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6.18 ∼ 2007. 6.17

□ 주        소 : (405-310)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93-1 남동공단 2단지 123BL 

2LOT

□ 담 당 부 서 : 연구3팀

□ 품 질 책 임 자 : 김용희                          기술책임자 : 김용희

□ 전 화 번 호 : 032-814-8671                       팩스번호 : 032-816-8671

□ 인 정 범 위 : 온도(1개분야, 5항목)

인정번호 : KC02-148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공인유효기간 : 2002. 6. 18 ∼ 2007. 6. 17

□ 주        소 : (우403-120)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

□ 담 당 부 서 : 안전검인증센터검정팀

□ 품 질 책 임 자 : 김종윤                      기술책임자 : 김 덕

□ 전 화 번 호 : 032-5100-867                   팩스번호 : 032-518-6484

□ 인 정 범 위 : 길이(1개분야,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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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49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공인유효기간 : 2002. 8. 21 ∼ 2007. 8. 20

□ 주        소 : (우441-8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통동 1012-2

□ 담 당 부 서 : 시험연구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김복원                  기술책임자 : 신세일, 이세형, 장기호

□ 전 화 번 호 : 031-201-6965               팩스번호 : 031-201-6969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전기(3개분야, 20항목)

인정번호 : KC02-150호                                      (주)진용엔지니어링

□ 공인유효기간 : 2002. 8. 21 ∼ 2007. 8. 20

□ 주        소 : (우447-290)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342-1

□ 담 당 부 서 : 기술연구소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강정민                      기술책임자 : 강정민

□ 전 화 번 호 : 031-377-4901                   팩스번호 : 031-377-4910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2항목)

인정번호 : KC02-151호                                            (주)하이트롤

□ 공인유효기간 : 2002. 9. 19 ∼ 2007. 9. 18

□ 주        소 : (우413-823)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362-182

□ 담 당 부 서 : 연구소

□ 품 질 책 임 자 : 윤근수                      기술책임자 : 정연철

□ 전 화 번 호 : 031-943-0875                   팩스번호 : 031-943-0878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152호                                          (주)평화하이텍

□ 공인유효기간 : 2002. 10. 31 ∼ 2007. 10. 30

□ 주       소 : (우700-351) 대구광역시 북성로1가 35-2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관리부

□ 품 질 책 임 자 : 이준호                       기술책임자 : 이준호

□ 전 화 번 호 : 053-357-1117                    팩스번호 : 053-351-0110

□ 인 정 범 위 : 질량 및 무게, 힘/토크(2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2-153호                                            (주)창민테크

□ 공인유효기간 : 2002. 12. 2 ∼ 2007. 12. 1

□ 주        소 : (우463-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테크노파크 A-102

□ 담 당 부 서 : 교정기술팀

□ 품 질 책 임 자 : 황상윤                        기술책임자 : 황상윤

□ 전 화 번 호 : 031-789-1494                     팩스번호 : 031-781-1570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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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2-154호              　　　    　　　　　　한라공조(주)대전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2. 12. 23 ∼ 2007. 12. 22

□ 주        소 : (우306-230) 대전 대덕구 신일동 1689-1 번지

□ 담 당 부 서 : 신차품질팀

□ 품 질 책 임 자 : 이종명                        기술책임자 : 이재동

□ 전 화 번 호 : 042-930-6549                     팩스번호 : 042-930-1519

□ 인 정 범 위 : 길이(1개분야, 5항목)

인정번호 : KC03-155호                                       한국전기안전공사

□ 공인유효기간 : 2003. 4. 1∼ 2008. 3. 31

□ 주        소 : (우477-814)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상천리 27번지

□ 담 당 부 서 : 계기표준센터

□ 품 질 책 임 자 : 서상규                        기술책임자 : 이동수

□ 전 화 번 호 : 031-580-3080                     팩스번호 : 031-580-3088

□ 인 정 범 위 : 전기(1개분야, 23항목)

인정번호 : KC03-156호                                           진전문대학

□ 공인유효기간 : 2003. 4. 1 ∼ 2008. 3. 31

□ 주       소 : (우702-02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218 

□ 담 당 부 서 : 교정측정기술센터            

□ 품 질 책 임 자 : 윤대중                        기술책임자 : 윤대중

□ 전 화 번 호 : 053-940-5593                     팩스번호 : 053-940-5594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2개분야, 17항목)  

인정번호 : KC03-157호                                  기아자동차(주)화성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3. 5. 16 ∼ 2008. 5. 15

□ 주        소 : (우445-954)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 1714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시험/확인검사팀

□ 품 질 책 임 자 : 지대호                        기술책임자 : 이현호

□ 전 화 번 호 : 031-359-6018                     팩스번호: 031-359-6360

□ 인 정 범 위 : 길이, 힘/토크(2개분야, 21항목)

인정번호 : KC03-158호                                      (주)한국공업기술원

□ 공인유효기간 : 2003. 5. 16 ∼ 2008. 5. 15

□ 주        소 : (우405-310)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22번지 151B/6L 

                  한국산업단지공단 APT형 공장 214호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황보용                        기술책임자 : 홍인표, 

□ 전 화 번 호 : 032-814-5483∼4                  팩스번호 : 032-814-5485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및 무게, 힘/토크, 압력 및 진공(4개분야, 1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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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3-159호                                                (주)덕인

□ 공인유효기간 : 2003. 6. 26 ∼ 2008. 6. 25

□ 주        소 : (우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63-7

□ 담 당 부 서 : 기술지원팀 교정파트

□ 품 질 책 임 자 : 최상은                        기술책임자 : 김상중

□ 전 화 번 호 : 042-868-6641                    팩스번호 : 042-868-6702

□ 인 정 범 위 : 길이(1개분야, 1항목)

인정번호 : KC03-160호                                        (주)인스트로메트 

□ 공인유효기간 : 2003. 10. 30 ∼ 2008. 10. 29

□ 주        소 : (우363-820)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90-1

□ 담 당 부 서 : 교정센터(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김일소                         기술책임자 : 김일소

□ 전 화 번 호 : 043-269-5941∼2                   팩스번호 : 043-269-5940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2항목)

인정번호 : KC03-161호                                  로데슈바르즈코리아(주)

□ 공인유효기간 : 2003. 10. 30 ∼ 2008. 10. 29

□ 주       소 : (우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3-29

□ 담 당 부 서 : 기술서비스팀

□ 품 질 책 임 자 : 최종호                         기술책임자 : 김명배

□ 전 화 번 호 : 02-3485-1900                      팩스번호 : 02-514-4549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자파(2개분야, 8항목) 

인정번호 : KC03-162호                                          (주)우진후로텍

□ 공인유효기간 : 2003. 10. 30 ∼ 2008. 10. 29

□ 주        소 : (우445-81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292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검사팀

□ 품 질 책 임 자 : 이 구                         기술책임자 : 이 구

□ 전 화 번 호 : 031-379-3636                      팩스번호 : 031-379-3640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1개분야, 6항목)

인정번호 : KC03-163호                                              에어텍(주)

□ 공인유효기간 : 2003. 10. 30 ∼ 2008. 10. 29

□ 주        소 : (우780-821) 경북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1328-13번지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 질 책 임 자 : 이건혁                   기술책임자 : 이건혁

□ 전 화 번 호 : 054-743-0919                팩스번호 : 054-743-0920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4개분야, 4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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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3-164호                                  삼성전기(주)수원사업장

□ 공인유효기간 : 2003. 10. 30 ∼ 2008. 10. 29

□ 주        소 : (우442-74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314번지

□ 담 당 부 서 : 표준계기실

□ 품 질 책 임 자 : 민병석                    기술책임자 : 김광명, 진석범

□ 전 화 번 호 : 031-210-6297, 5296           팩스번호 : 031-210-5855

□ 인 정 범 위 : 길이, 전기(2개분야, 11항목)

인정번호 : KC03-165호                                     삼성전자(주)DP센터

□ 공인유효기간 : 2003. 11. 29 ∼ 2008. 11. 28

□ 주        소 : (우336-711) 충남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산 74

□ 담 당 부 서 : QE그룹

□ 품 질 책 임 자 : 민경운                    기술책임자 : 류제한

□ 전 화 번 호 : 041-540-7969                 팩스번호 : 041-540-8849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속도 및 회전수, 전기(3개분야, 4항목)

인정번호 : KC03-166호                                      대우인천자동차(주)

□ 공인유효기간 : 2003. 12. 18 ∼ 2008. 12. 17

□ 주        소 : (우403-0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3-1 

□ 담 당 부 서 : 엔진구동 품질관리부            

□ 품 질 책 임 자 : 박삼규                   기술책임자 : 이재택

□ 전 화 번 호 : 032-520-3279                팩스번호 : 032-520-4660

□ 인 정 범 위 : 길이, 힘/토크 분야(2개분야, 9 항목)  

인정번호 : KC03-167호                                    LG전자(주)창원2공장

□ 공인유효기간 : 2003. 12. 24 ∼ 2008. 12. 23

□ 주        소 : (우641-713) 경남 창원시 성산동 76

□ 담 당 부 서 : 에어컨 사업부 QA Gr

□ 품 질 책 임 자 : 손병옥                    기술책임자 : 김진호, 임문섭

□ 전 화 번 호 : 055-269-3540, 3427           팩스번호 : 055-287-0912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힘/토크, 전기 분야(4개분야, 14 항목)

인정번호 : KC03-168호                                        한국유체기술(주)

□ 공인유효기간 : 2003. 12. 24 ∼ 2008. 12. 23

□ 주        소 : (우711-981)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6-4번지

□ 담 당 부 서 : 기술팀

□ 품 질 책 임 자 : 김시교                    기술책임자 : 김시교, 

□ 전 화 번 호 : 053-616-3693                 팩스번호 : 053-616-3697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 분야(1개분야,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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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번호 : KC03-169호                                      (주)엑시스센스티브

□ 공인유효기간 :  2003. 12. 24. ∼ 2008. 12. 23

□ 주        소 : (우152-848)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에이스트윈타워 6차 406

호

□ 담 당 부 서 : 검교정사업부

□ 품 질 책 임 자 : 서범석                    기술책임자 : 서범석

□ 전 화 번 호 :  02-2687-7600                팩스번호 : 02-2686-6943

□ 인 정 범 위 : 질량 분야(1개분야, 5 항목)

인정번호 : KC03-170호                                    (주)한국교정기술센터

□ 공인유효기간 : 2003. 12. 24 ∼ 2008. 12. 23

□ 주        소  : (우 641-846) 경남 창원시 팔용동15-6

□ 담 당 부 서  : 교정실

□ 품 질 책 임 자  : 이문구                   기술책임자 : 이문구

□ 전 화 번 호  : 055-238-9941,3              팩스번호 : 055-238-9942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재료물성 분야(3개분야, 46 항목)

인정번호 : KC04-171호                                       르노삼성자동차(주)

 □ 공인유효기간 : 2004. 2. 23 ∼ 2009. 2. 22

 □ 주        소 : (618-722)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185 신호공단

 □ 담 당 부 서  : 계량관리팀

 □ 품 질 책 임 자 : 김기                     기술책임자 : 김기   

 □ 전 화 번 호  : 051-979-7717                팩스번호 : 051-979-7731

 □ 인 정 범 위  : 길이, 질량, 힘/토크 분야(3 분야, 21 항목)

인정번호 : KC04-172호                                          (유) 다산씨앤엠

 □ 공인유효기간 : 2004. 4. 30 ∼ 2009. 4. 29

 □ 주        소 : (우506-8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50-1번지

 □ 담 당 부 서 : 기술지원팀            

 □ 품 질 책 임 자 : 최 낙 구

 □ 전 화 번 호 : 062-952-9819                팩스번호 : 062-972-2925

 □ 인 정 범 위 : 질량, 힘분야(2 분야, 10 항목)

인정번호 : KC04-173호                                           태산엘시디(주)

 □  공인유효기간 : 2004. 7. 3 ∼ 2009. 7. 2

 □ 주       소 : (우459-050)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577-5번지

 □ 담 당 부 서 : 중앙연구소            

 □ 품질책임자 : 문재

 □ 전 화 번 호 : 031-660-9814           팩 스번호  : 031-660-9820

 □ 인 정 범 위 : 기체유량분야(1 분야, 1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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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번호 : KC04-174호                                           에이치피엠(주)

 □ 공인유효기간 : 2002. 3. 14 ∼ 2007. 3. 13

 □ 주        소 : (우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99-8번지 첨단빌딩 바 109

호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품질책임자   : 이 용 상

 □ 전 화 번 호  : 042) 862-0416(代)     FAX : 042) 862-0426

 □ 인 정 범 위  : 길이, 각도, 표면거칠기, 질량, 힘, 압력 및 진공, 재료물성 분야

                   (7 분야, 72 항목)

인정번호 : KC04-175호                               아이티교정연구소(주)(수원)

 □ 인정유효기간 : 2002. 3. 14 ∼ 2007. 3. 13

 □ 주       소  : (우442-742) 경기도 수원시 통구 매탄3동 416번지

 □ 담 당 부 서 : 제2표준실

 □ 전 화 번 호 : 031-279-1751                  팩스번호 : 031-279-1682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전자파 분야 (3 분야, 23 항목)

 인정번호 : KC04-176호                                    (주)한국정 교정센터

 □ 인정유효기간 : 2004. 11. 11. ∼ 2008. 11. 10.

 □ 주       소  : (우641-111) 경상남도 창원시 가음동 40-26

 □ 담 당 부 서  : 교 정 실

 □ 전 화 번 호  : 055-263-1616,7          □ 팩 스 번 호 : 055-263-2860

 □ 인 정 범 위  : 전기분야(1 분야, 24항목)

 인정번호 : KC04-177호                                                냉열(주)

 □ 공인유효기간 : 2004. 12. 1. ∼ 2008. 11.30.

 □ 주       소 : (우 423-06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421-1

 □ 담 당 부 서 : 표준계측실

 □ 전 화 번 호 : 02-899-2356                    팩 스 번 호 : 02-899-1657

 □ 인 정 범 위 : 온도, 습도 분야(2분야, 12항목)

 인정번호 : KC04-178호                                      인스트론코리아(주)

□ 공인유효기간 : 2004. 12. 27∼ 2008. 12. 26

□ 주       소 : (우135-73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7-7 삼탄빌딩 4층

□ 담 당 부 서  : 기술부

□ 전 화 번 호  : 02-552-2311         팩 스번호  : 02-553-9180

□ 인 정 범 위  : 힘/토크 분야(1 분야, 1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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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번호 : KC04-179호                                            신한정 (주)

  □   공인유효기간 : 2004. 12. 27 ∼ 2008. 12. 26

  □ 주        소  : (우402-060)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34

  □ 담 당 부 서  : 품질생산팀

  □ 전 화 번 호  : 032-865-0411             팩 스번호  : 032-865-0410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 분야 (1 분야, 3항목)

 인정번호 : KC04-180호                      한국수력원자력(주)원자력환경기술원

  □ 공인유효기간 :  2004. 12. 27 ∼ 2008. 12. 26

  □ 주       소  : (우 305-3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 담 당 부 서  : 연구개발실 처리연구그룹 계측기술팀

  □ 전 화 번 호  : 042-870-0381                   팩스번호 : 042-870-0354

  □ 인 정 범 위  : 방사선 분야 (1 분야, 1 항목)

 인정번호 : KC04-181호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   공인유효기간 :  2004. 12. 31 ∼ 2008. 12. 30

  □ 주        소  : 경가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901호           

  □ 담 당 부 서  : 계측기기공동연구센터         

  □ 전 화 번 호  : 032-234-3131∼3            팩 스번호  : 032-234-3134

  □ 인 정 범 위  : 시간 및 주파수, 전기 (2개 분야, 46항목)

 인정번호 : KC04-182호                                  삼성전자(주)LCD 총괄

  □ 공인유효기간 : 2004. 12. 31 ∼  2008. 12. 30

  □ 주        소 : (330-300) 충청남도 천안시 성성동 510번지

  □ 담 당 부 서 : 품질1팀

  □ 전 화 번 호 : 041-529-6282           팩스번호: 041-529-5299

  □ 인 정 범 위 : 길이, 토크, 전기, 온도 분야(4 분야, 11항목) 

 인정번호 : KC05-183호                              제이비엔텍(주) 기술연구소

  □ 공인유효기간 : 2005. 2. 17 ∼  2009. 2. 16

  □ 주        소 : (330-922)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대평리 50번지

  □ 담 당 부 서 : 기기사업팀

  □ 전 화 번 호 : 041-568-0551           팩스번호: 041-568-0553

  □ 인 정 범 위 : 유체유량 분야(1 분야, 2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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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번호 : KC05-184호                                    한국에이․엔․디(주)

  □ 공인유효기간 : 2005. 2. 17 ∼  2009. 2. 16

  □ 주        소 : (150-749)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8층)

  □ 담 당 부 서 : 질량교정팀

  □ 전 화 번 호 : 02-780-4101            팩스번호: 02-782-4264

  □ 인 정 범 위 : 질량 분야(1 분야, 5 항목) 

 인정번호 : KC05-185호                                메틀러 토레도 코리아(주)

  □ 공인유효기간 : 2005. 3. 5 ∼  2009. 3. 4

  □ 주        소 : (137-14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4-5 (예일빌딩)

  □ 담 당 부 서 : 기술부

  □ 전 화 번 호 : 02-3498-3560           팩스번호: 02-3498-3556

  □ 인 정 범 위 : 질량 분야(1 분야, 1 항목) 

 인정번호 : KC05-186호                                            (주)진일상역

  □ 공인유효기간 : 2005. 4.20 ∼  2009. 4.19

  □ 주        소 : (153-80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디지털밸리2차 1322호

  □ 담 당 부 서 : 품질관리부

  □ 전 화 번 호 : 02-2113-2525           팩스번호: 02-2113-2526

  □ 인 정 범 위 : 재료물성 분야(1 분야, 4 항목) 

 인정번호 : KC05-187호                                       (주) 케이 시 에스

  □  공인유효기간 :  2005. 5. 9 ∼ 2009. 5. 8  

  □ 주        소 : (우 616-829)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동 763-13

  □ 담 당 부 서  : 교 정 실

  □ 전 화 번 호  : 051-341-7701                    팩 스번호  : 051-341-7708

  □ 인 정 범 위  : 질량, 힘, 경도 분야 (3 분야,  17 항목)

 인정번호 : KC05-188호                                     동주계량기산업(주)

  □ 공인유효기간 : 2005. 5. 9 ∼  2009. 5. 8

  □ 주        소 : (702-849)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351-1

  □ 담 당 부 서 : 교정팀

  □ 전 화 번 호 : 053-314-3800                팩스번호: 053-314-3802

  □ 인 정 범 위 : 질량, 힘 분야(2 분야, 8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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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LAS 정밀측정기술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명

(담당부서명)
담 당

주      소
세부교육분야

전  화 전  송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보급센타)

김태우
(305-606)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1번지

색채, 진공 등 
28개 분야

042)868-5405 042)868-5681

산업기술시험원
(시험인증교육센터)

김희훈
(152-848)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13

온․습도, 길이 
등 5개 분야 

02)8601-458 02)8601-465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김금승

(425-781)
경기 안산시 원곡동 931

길이, 각도, 표면
거칠기분야

031)490-1233 031)490-1123

한국계량측정협회
(교육사업부)

윤병수
(137-86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484-9

길이, 질량 등  
9개 분야

02)586-2072∼4 02)597-6328

안성여자기능대학
(나노측정과)

변운봉
(456-719)
경기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349-6

길이, 각도, 표면
거칠기분야

031)650-7230 031)652-4341

(주)우진부설계측기술연구소
(계측표준팀)

정학재
(445-813)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오산2리 292 온도분야

031)379-3440 031)379-3134

한국전기전자시험 연구원
(품질보증팀)

최 권
(435-050)
경기 군포시 금정동 692-8

시간 및 주파수,
전기분야

031)428-7558 031)455-7308

한국오발(주)
(품질보증그룹)

한성규

(363-940)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57 유체유량분야

043)275-6600 043)275-5550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품질기획)

김동주

(664-940)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02

길이, 토크, 전
기
분야055)851-1511 055)851-1797

현대자동차(주)
(품질시험팀)

김두한

(683-791)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

길이, 토크
분야

055)280-4926 055)280-3347

KTICC(주)
(측정기술부)

정연중

(140-718)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1-2번지 광통신분야

(02)717-5400 (02)3270-5482

현대교정인증기술원(주)
(교정사업부)

이 섭

(467-70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산 136-1 -

(031)639-8516 (031)639-8526

오리온전기(주)
(교정실)

성흥용
(730-0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5 -

054)467-5305 054)561-4681



942  부     록

11. KOLAS 공인시험기관 현황(신규)
인정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정분야(대분류) 구분

1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02-3299-8010 02-3299-8150
역학시험
화학시험
광학및광도측정

공공

2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10 02-856-5618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3 한국섬유기술연구소 02-3451-7000 02-3451-7171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925-0723 02-925-2462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5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52 031-455-7307
전기시험
광학및광도측정

공공

6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31-785-1210 031-785-1219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공공

7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031-250-1120 031-250-1132
역학시험
음향및진동시험

민간

8 한국전기연구원(창원) 055-280-1517 055-280-1512 전기시험 공공

9 산업기술시험원 02-860-1401 02-860-1221

전기시험
역학시험
화학시험
열및온도측정
음향및진동시험

공공

10 한국섬유개발연구원 053-560-6631 053-560-6649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1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유해성평가본부 031-999-3030 031-999-3001

광학및광도측정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2 국방품질관리소 02-961-1597 02-962-8541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42-868-3657 042-861-9727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4 한국석유품질검사소 031-789-1610 031-789-0355 화학시험 공공

15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02-3415-8817 02-3415-8730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6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031-480-2984 031-480-2986
전기시험
열및온도측정

공공

17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
합회 한국플라스틱시험원 02-2280-8261 02-2279-7901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8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 
방재시험연구원 031-881-6010 031-883-9863

역학시험
열및온도측정
음향및진동시험

공공

22 ㈜효성 섬유연구소 031-428-1342 031-428-1400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23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6511 054-249-6459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24 삼성물산㈜건설부문 
기술연구소 031-289-6671 031-289-6666

역학시험
화학시험
열및온도측정
음향및진동시험

민간

25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031-371-3240 031-371-3249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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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정분야(대분류) 구분

28 ㈜행남자기 기술연구소 061-276-4174 061-277-3150 화학시험 민간

29 ㈜한국야쿠르트중앙연구소 031-286-9600 031-286-9601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31 한국소방검정공사 031-289-2900 031-287-9067
역학시험
화학시험
열및온도측정

공공

33 고려아연㈜ 기술연구소 052-231-6351 052-231-6489 화학시험 민간

41 삼성코닝㈜연구소 031-219-7802 031-219-7081

역학시험
화학시험
열및온도측정
광학및광도측정

민간

43 삼성SDI㈜종합연구소 031-210-7978 031-210-7799 화학시험 민간

45 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031-288-3080 031-288-3015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47 한국원자력연구소 042-868-8719 042-868-8394
역학시험
화학시험
비파괴시험

공공

48 한국토지공사 042-866-8760 042-866-8702 역학시험 공공

49 대우조선해양㈜ 055-688-5501 055-680-2136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50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시험장 055-250-3221 055-252-7088 역학시험 공공

51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단 041-671-2205 041-673-1122 역학시험 공공

53 ㈜농심 개발본부 031-450-5771 031-457-7004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55 호남석유화학㈜대덕연구소 042-879-1600 042-879-1118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56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 031-420-6035 031-420-6039 전기시험 공공

57 대림산업㈜ 용인기술연구소 031-336-2735 031-336-3182
역학시험
화학시험
음향및진동시험

민간

61 해태제과식품(주) 02-6399-7703 02-6399-7719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62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재료시험본부 032-570-9610 032-578-1280

역학시험
화학시험
비파괴시험

공공

63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02-3462-6716 02-3462-4364
역학시험
화학시험

국가
(지방
)

64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052 041-559-3287
역학시험
음향및진동시험

공공

65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031-280-7451 031-280-7070

역학시험
화학시험
열및온도측정
음향및진동시험

민간

66 전자부품연구원 031-6104-138 031-6104-176 전기시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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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정분야(대분류) 구분

68 (주)한국철도기술공사 02-2186-1824 02-2186-1970 역학시험 공공

70 대우종합기계㈜ 신뢰성평가센터032-760-6433 032-762-1521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비파괴시험

민간

72 롯데중앙연구소 02-2670-6511 02-2670-6510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73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울산.경남본부 051-464-0771 051-465-5556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74 CJ㈜식품안전연구센터 02-2629-5421 02-2675-7347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77 국방과학연구소 042-821-4679 042-821-2391 화학시험 공공
80 ㈜현대백화점 품질연구소 02-2225-8560 02-2225-8561 생물학적시험 민간
81 SK㈜대덕기술원 042-866-7301 042-866-7302 화학시험 민간

82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연구
소 031-428-1211 031-455-6190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83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02-3403-8821 02-3403-8844 역학시험 민간

84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032-510-0851 032-518-6484

역학시험
전기시험

공공

85 원텍시험연구소 031-746-8500 031-746-8700 전기시험 민간
87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남부지사02-2234-1463 02-2237-8879 비파괴시험 민간
88 롯데쇼핑㈜ 상품시험연구소 031-717-5808 031-717-5805 생물학적시험 민간
94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02-749-7737 02-749-6125 역학시험 공공
95 한국건설관리공사 02-3402-0647 02-3402-0689 역학시험 공공

96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031-738-4761 031-738-4799
역학시험
음향및진동시험

공공

97 삼성중공업㈜조선플랜트연구소 055-630-4710 055-630-5139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99 (재)한국조명기술연구소 02-3141-6797 02-3141-6556
전기시험
광학및광도측정

민간

100 SK울산COMPLEX 052-270-2761 052-270-2788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103 KT&G중앙연구소 042-866-5326 042-866-5544
역학시험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공공

105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042-865-5190 042-865-5206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비파괴시험

공공

109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 031-370-9612 031-370-9629

역학시험
열및온도측정

공공

110 ㈜랩프런티어 031-259-6822 031-259-6830 화학시험 민간

111 한국전자파연구원 031-336-6286 031-335-9786 전기시험 공공

112 LG전자㈜품질센터 02-2630-3170 02-2630-3131 전기시험 민간

113 LG산전㈜전력시험기술센터 043-261-6585 043-261-6628 전기시험 민간

114 LG-Caltex정유㈜중앙기술연구소 042-866-1661 042-866-1690
역학시험
전기시험

민간

11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31-461-0234 031-461-7651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공공



11. KOLAS 공인시험기관 현황(신규)  945

인정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정분야(대분류) 구분

1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 02-958-5081 02-958-5059 화학시험 공공

117 ㈜한국종합공해 시험연구소 02-2614-7875 02-2614-8524 화학시험 민간
118 ㈜아이에스티 031-259-6721 031-259-6698 전기시험 민간
119 ㈜서티텍 031-339-9970 031-339-9855 전기시험 민간

120 한국유리공업㈜기술연구소 063-460-1300 063-467-2981
역학시험
열및온도측정
광학및광도측정

민간

1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500 031-910-0011

역학시험
화학시험
열및온도측정
음향및진동시험

공공

122 ㈜테스코 031-200-5479 031-200-5742 전기시험 민간
123 에스지에스 테스팅 코리아(주) 031-428-5700 031-427-2370 전기시험 민간

124 삼성전자㈜CS경영센터 
제1시험기관 031-200-2135 031-200-2138 전기시험 민간

126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052-230-5514 052-250-9586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127 ㈜디섹 055-680-6776 055-681-7360 비파괴시험 민간

128 요업기술원 02-3282-2486 02-3282-2418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29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031-680-3270 031-680-3525 화학시험 공공
130 ㈜코센 신고리시험소 051-726-5180 051-726-5189 역학시험 민간
131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소 042-870-1417 042-861-4000 화학시험 공공
132 ㈜다스텍 031-335-9341 031-335-9343 전기시험 민간

133 ㈜대우일렉트로닉스 
품질신뢰성연구소 032-510-7831 032-523-6082 전기시험 민간

134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 02-440-2423 02-440-2459 전기시험 공공
135 제주지방중소기업청 064-723-2102 064-723-2107 역학시험 국가
136 ㈜이트로닉스 02-860-7204 02-3281-0673 전기시험 민간
137 ㈜이티엘 02-858-0786 02-858-0788 전기시험 민간
138 연합정밀㈜ 041-620-3194 041-553-7753 전기시험 민간
139 (주)팬택&큐리텔 02-6378-5503 02-6353-0236 전기시험 민간
140 한산스크류㈜ 055-292-9967 055-294-8753 역학시험 민간
141 ㈜에스테크 02-549-0485 02-549-0487 전기시험 민간

14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41 033-260-1659
역학시험
화학시험

국가

14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62 031-201-6969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국가

145 남양유업(주)중앙연구소 041-857-1551 041-857-7933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146 현대산업개발(주)기술연구소 031-766-8590 031-766-8598 역학시험 민간
148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02-509-1940 02-509-1907 화학시험 공공

149 강원대학교 부설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033-242-2095 033-242-2095 역학시험 공공

150 (주)오뚜기 중앙연구소 031-421-2139 031-421-2133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151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210 042-861-4151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5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천) 041-589-8015 041-589-8070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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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성신양회공업(주) 기술연구소 043-275-7387 043-275-6645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154 (주)한국이엠씨연구소 031-206-4693 031-206-3051 전기시험 민간
155 (주)넴코 코리아 031-322-2333 031-322-2332 전기시험 민간
157 영남대학교 기계기술연구소 053-810-2464 053-813-3703 역학시험 공공

1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4 053-625-0117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국가

160 (주)한국기술연구소 031-721-5061 031-721-5075 전기시험 민간
161 코오롱글로택(주) 054-468-8080 054-461-5736 역학시험 민간

16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3 063-210-6479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국가

164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204 062-366-9669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국가

165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인천지원032-472-9001 032-471-7122 역학시험 공공

166 통일중공업(주) 055-280-5713 055-280-5873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16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31-724-0162 031-724-0209 전기시험 공공
168 (주)네스지오 042-864-4405 042-864-4404 역학시험 민간

169 두산중공업(주) 기술연구소 055-278-3630 055-278-8532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170 충청대학 국제공인시험지원센터043-230-2275 043-230-2279 역학시험 공공

171 (주)LG생활건강 청주공장 
화장품시험소 043-261-7731 043-261-7197 화학시험 민간

172 (주)현대오토넷 031-639-6679 031-639-7762 전기시험 민간

173 CJ(주) 사료기술연구소 032-881-2672 032-881-2768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174 (주)BWS TECH 031-764-0125 031-764-0126 전기시험 민간

175 한밭대학교 재료평가연구센터 042-821-1571 042-821-1693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76 인천대학교 기술혁신센터 032-770-8277 032-762-1698
역학시험
열및온도측정

공공

177 (주)풀무원 기술연구소 02-3277-8580 02-3277-8503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181 (주)웅진코웨이 수질분석센터 02-2209-2327 02-2209-2328 화학시험 민간

18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031-250-2550 031-250-2625 화학시험
국가
(지방)

183 현대하이스코(주) 순천공장 
기술연구소 061-720-4202 061-723-9158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185 삼성테스코(주) 품질과학연구소 032-453-8064 　 생물학적시험 민간
186 한국가스안전공사 031-310-1460 031-315-4365 화학시험 공공
187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 031-702-2378 031-704-2378 화학시험 공공

18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2-2230-6310 02-2230-6391
전기시험
광학및광도측정

공공

189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031-400-7510 031-416-7231
역학시험
전기시험

공공

190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051-405-2100 051-405-2100 전기시험 공공
191 (주)에스케이테크 031-576-2204 031-576-2205 전기시험 민간

192 샘표식품(주) 031-644-4666 031-644-4659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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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02-2663-5872 02-2663-5875 역학시험 민간

194 에스지에스테스팅코리아(주) 052-239-6908 052-239-6913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195 현대모비스(주) 기술연구소 031-288-3537 031-280-2537 역학시험 민간

196 한국생산기술연구원(본원) 041-589-8015 041-589-8070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197 (주)현대교정인증기술원 031-639-8503 031-639-8525 전기시험 민간

19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추진그룹 042-860-2334 042-860-2626 역학시험 공공

199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종합검사센터 042-629-2030 042-629-2079 화학시험 공공

200 대성산업가스(주) 초저온연구소 031-495-3991 031-492-9738 화학시험 민간

201 주성대학 
스피커음양기술혁신센터 043-219-1200 043-219-1224 음향및진동시험 공공

202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02-795-9505 02-795-0401 화학시험 민간

2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122 042-861-3587
전기시험
열및온도측정

공공

204 웅진코웨이(주) 041-850-7906 041-841-7816
역학시험
전기시험

민간

205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032-810-4660 032-810-4616 화학시험 공공
206 (주)삼성정밀화학 052-270-6635 052-270-6157 화학시험 민간
207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 043-261-3373 043-271-0413 화학시험 공공

208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02-570-3300 02-570-3364 화학시험
국가
(지방)

209 (주)아토 특수가스 사업부 043-210-4341 043-215-4321 화학시험 민간

210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천1공장055-851-1208 055-851-1362
역학시험
화학시험
비파괴시험

민간

211 노벨리스코리아(주) 
기술연구센타 052-279-0707 052-279-0801 역학시험 민간

212 (주)정․식품 중앙연구소 043-270-8982 043-268-2342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213 델파이오토모티브시스템스성우(주) 033-730-2191 033-731-0696 역학시험 민간

214 동우화인켐(주) 063-830-2880 063-830-2861 화학시험 민간

215 충주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043-841-5085 043-841-5200 역학시험 공공

216 포항공과대학교 
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 054-279-4424 054-279-4474 화학시험 공공

217 (주)오리온 02-710-6123 02-717-0596 화학시험 민간

218 에스알시(주) 031-639-7622 031-639-7654 전기시험 민간

219 에스알시(주) 청주시험소 031-639-7622 031-639-7654 전기시험 민간

220 (주)제이.스펙 031-420-5023 031-424-6224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221 (주)아나펙스 042-823-7241 042-823-0383 화학시험 민간

222 대우정밀(주) 051-509-2456 051-508-3340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223 대한광업진흥공사 02-840-5765 02-840-5815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224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02-970-9545 02-970-9502 역학시험 공공

225 (주)풍산 안강공장 054-760-6346 054-760-6400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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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경남대학교 생산자동화 
기술혁신센터 055-249-2466 055-249-2729 역학시험 공공

227 (주)덕양에너젠 기술연구소 041-681-3543 041-681-3547 화학시험 민간

228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창원공장 055-280-6571 055-261-0649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22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02-2600-4900 02-2600-4919 법과학시험 국가

230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053-584-9305 053-584-9308
역학시험
화학시험

공공

231 (주)이엠씨컴플라이언스 031-336-9919 031-336-4767 전기시험 민간

232 (주)코스텍 031-222-4251 031-222-4252 전기시험 민간

233 (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 02-2637-1234 02-2631-8767 화학시험 공공

234 (주)한국필터시험원 062-972-4455 062-972-4400 역학시험 민간

235 현대오일뱅크(주) 041-660-5701 041-660-5117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23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위성사업단 042-860-2705 042-860-2234 역학시험 공공

237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 031-881-3200 031-881-3202 역학시험 공공

238 쎄테콤코리아 031-338-8847 031-338-8847 전기시험 민간

239 동우화인켐(주) 중앙연구소 031-680-4861 031-682-6463 화학시험 민간

24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055-323-3095 055-323-4719 화학시험

국가
(지방)

241 경상남도농업기술원 055-750-6225 055-750-6229 화학시험 국가

242 식품의약품안전청 02-380-1321 02-383-8322 생물학적시험 국가

243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041-630-3284 041-630-3284 역학시험 공공

244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주) 055-851-7670 055-851-7629

역학시험
화학시험

민간

245 (주)한샘 031-496-1121 031-433-3492 역학시험 민간

246 서울특별시 상수도연구소 02-2049-1060 02-2049-1013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국가
(지방)

247 에쓰-오일(주) 052-231-2341 052-231-2928 화학시험 민간

248 (주)태평양 기술연구원 031-280-5800 031-284-8478 화학시험 민간

249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개발지원실 031-496-1032 031-496-1037

역학시험
전기시험

공공

250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051-756-0701 051-757-2879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국가
(지방)

251 (주)아워홈 식품연구원 
식품분석검사실 031-733-2626 031-733-1780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252 한국철도대학 산학협력단 031-460-4348 031-461-4015 역학시험 공공

253 (주)과학기술분석센터 042-931-2511 042-931-2522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민간

254 LG전자(주)디지털미디어규격
시험소 031-610-5336 031-610-5355 전기시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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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정분야(대분류) 구분

255 고려대학교병설 보건대학 
환경보건연구센터 02-940-2864 02-941-6445

화학시험
생물학적시험

공공

256 ㈜세이빈 엔지니어링 02-558-0451 02-558-0481 음향 및 진동 민간

257 ㈜삼우  054-420-7743 054-439-0748 역학시험 민간

258 한국에어콘냉동기기연구조합 031-777-8500 031-777-8530 전기시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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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OLAS 공인검사기관 현황
인정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분야 구분

1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417 031-260-4449 보일러 공공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500 031-9100-441 건축자재의 화염검사 공공

3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031-480-2984 031-480-2986 가스기구 및 부품 공공

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2-2230-6155 02-2230-6167 교통단속장비 공공

5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 031-420-6111 031-420-6029 중전기기 공공

6 (주)코센 창원사업소 031-716-7146 031-716-7145 원전설비 민간

7 (주)코센 경인사업소 031-716-7146 031-716-7145 원전설비 민간

8 (주)현대백화점
품질연구소 02-2225-8560 02-2225-8561 식품 민간

1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02-3497-7452 02-3463-8593 승강기 공공

11 산업기술시험원 02-860-1401 02-860-1221 승강기 공공

12 한국승강기안전센타 031-382-3600 031-382-5727 승강기 공공

13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02-795-9505 02-795-0401 완구류 민간

14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02-3415-8741 02-3415-8755 자동차 안전유리 공공

15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02-3299-8040 02-3299-8155 섬유류 공공

16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925-2451 02-925-5442 섬유류 공공

17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02-369-7500 02-369-7515 냉동시설 공공

18 대경엠앤아이 061-686-3266 061-686-3265 저장탱크
LP가스 탱크로리 민간

19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2-2164-0151 02-2634-1007 소비제품류 공공

20 한국가스안전공사 031-310-1465 031-315-4365 방폭전기 기기, 
가스온수보일러 공공

21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31-785-1210 031-785-1219 소비제품류 공공

22 한국기계연구원 055-280-3620 055-280-3636 승강기 공공

23 (주)도시가스검사기술 02-844-1120 02-833-1122 도시가스 사용시설 민간

24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10 02-856-5618 생활용품류 공공

25 서울특별시가스판매업
협동조합 02-2233-2681 02-2233-2687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공공

26
(주)덕양에너젠
용기검사소 052-282-8531 052-282-9100 용기재검사 민간

27 대한냉동협회 051-243-5343 051-247-2965 냉동시설 공공

28 (주)정우 054-232-9580 054-286-1632 특정설비 재검사 민간

29 (주)고려플랜트 02-2249-8320 02-2249-3884 특정설비 재검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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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분야 구분

30 유양기술(주) 061-772-9981 061-772-9987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
구형 저장탱크
지하식 원통형 저장탱크

민간

31 (사)한국선급 042-869-9360 042-862-6039 가스용기 공공

32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부산협회 051-701-1435 051-701-1437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공공

33 한성산업(주) 054-776-0001 054-776-0005 LPG용기 재검사 민간

34 GS플렌트산업(주) 02-400-4303 02-401-0968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
구형 저장탱크
지하식 원통형 저장탱크

민간

35 태아종합검사(주) 02-2639-0160 02-2639-0199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
구형 저장탱크
지하식 원통형 저장탱크

민간

36 대운가스프랜트(주) 052-275-6024 052-274-7110
지상식 원통형 저장탱크, 
구형 저장탱크, 지하식 
원통형 저장탱크 등

민간

37 (주)엔케이텍 031-377-3311 031-372-3679 고압가스용기 재검사 민간

38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인천지원

032-463-8071 032-472-7122 타일류 공공

39 한국가스산업(주) 
김해용기검사소 055-326-0056 055-326-0060 LPG용기 재검사 민간

40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042-865-5440 042-865-5314 발전설비 비파괴 검사 공공

41 (주)경서에너지 055-232-6466 055-232-6445 LPG용기 재검사 민간

42 (주)성남 055-854-0152 055-854-0154 LPG용기 재검사 민간

43 (주)MS가스 051-325-5501 051-323-5277 LPG용기 재검사 민간

44 우인화학(주) 041-544-6861 041-544-5628 용기 재검사 민간

45 부산경남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055-345-4902 055-342-4920 용기 재검사 공공

46 (주)미래에너지 
신포검사소 055-243-7001 055-243-7001 LPG용기 재검사 민간

47 (주)한성 041-862-8161 041-862-8163 LPG용기 재검사 민간

48 (주)국제액체산소 031-452-1533 031-429-9458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49 (주)백광 아이에스티 063-468-1534 063-468-2534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50 중원엔지니어링(주) 043-855-7556 043-855-7558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저장탱크(지상 및 지하) 민간

51 (주)경북가스검사소 054-843-2662 054-843-2663 LPG용기 재검사 민간

52 대한가스산업안전(주) 031-451-5884 031-451-5886 도시가스 시설 검사 민간

53 대신산업(주) 054-336-8600 054-336-8602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54 (주)미래에너지 
안산검사소 031-419-6388 031-419-6389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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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분야 구분

55 (주)대한산업 033-244-9034 033-244-9036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56 (유)광전산업 061-363-4607 061-363-4608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57 (주)미래에너지 덕평검사소031-633-0308 031-633-5769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58 광일산업(주) 031-531-2101 031-531-2103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59 신양산소공업(주) 02-3663-0202 02-3663-0208 일반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60 대진산업(주) 043-235-7100 043-235-7104

LPG용기
이음매없는 용기
아세틸렌용기
초저온용기
일반용접용기

민간

61 한국특수가스(주) 063-833-8384 063-833-8382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62 (주)엔케이텍부산 051-832-0131 051-832-0135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63 동일석유(주) 용기검사소 042-252-6873 042-252-6981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64 동양가스산업(주) 051-208-5582 051-208-5583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65 (주)미래에너지 제일검사소064-796-1423 064-796-1425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66 중원산업(주) 043-853-6688 043-853-6687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67 (주)MS이엔지 055-343-5041 055-343-5217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민간

68 신일가스㈜ 062-951-0011 062-951-8594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69 (주)나주가스 061-335-4500 061-335-2900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70 (주)신일에너지 061-383-6501 061-383-6504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71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대구협회 053-628-0094 053-628-0095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72 경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055-245-0145 055-222-0140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73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전라남도협회

061-454-3121 061-454-3123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74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전라북도협회 063-226-2741 063-226-2742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75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충청북도협회 043-264-4364 043-274-4364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76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충청
남도협회 042-855-1312 042-852-8444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77 ㈜동신산업 041-742-3690 041-742-4690 고압가스용기재검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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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야별 신뢰성평가기준 및 인증현황
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기계

분야

유압실린더 배수갑문용 대형유압실린더 기계연구원 동진기계㈜

통선문용 유압실린더 기계연구원 평산기계㈜

카고크레인용 유압실린더 기계연구원 (주)광림정공

항공기랜딩기어용 엑츄에이터 기계연구원

공압실린더 공기압 실린더 기계연구원 ㈜한화, ㈜우성뉴메틱

기어박스(중형) 압연용 기어박스 기계연구원 ㈜봉신

복합2단 유성기어박스 기계연구원

교반기용 감속기 기계연구원

중장기용 종감속기 기계연구원

변속기 농업용 트랙터 변속기 기계연구원 동양물산㈜

소형디젤차량용 수동변속기 기계연구원 쌍용자동차㈜

고마력 이륜차량용 수동변속기 기계연구원

 클러치 지게차용 유체클러치 기계연구원 한국파워트레인

대용량 유체클러치 기계연구원

유압모터 굴삭기 주행용 사판식 액셜피스톤 유압모터 기계연구원 동명중공업㈜

관성부하 제어용 선회모터 기계연구원

오일펌프 상용차용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기계연구원 ㈜ 화산업

윤활용 트로코이드 펌프 기계연구원 아륭기공㈜

농기계용 기어펌프 기계연구원

지게차용 기어펌프 기계연구원

승용차용 파워스티어링용 오일펌프 기계연구원

초음파부품 세척용 초음파부품 기계연구원 일산쎈텍㈜

방진마운트 철도 차량용 공기 스프링 기계연구원 ㈜유일엔시스

유압밸브 유압 릴리프밸브 기계연구원 세원E&T(주)

유압 방향제어밸브 기계연구원 ㈜득인기공

지게차용 조향밸브 기계연구원 ㈜신진정

크러셔용 증속밸브 기계연구원

 공압밸브 공기압용 방향제어밸브 기계연구원 ㈜삼인

베어링 차량수동변속기용 볼베어링 기계연구원 FAG한화베어링㈜

산업용 스러스트 볼 베어링 기계연구원

산업용 Brake 지게차용 드럼 브레이크 기계연구원 ㈜대화브레이크

산업용 에어브레이크 기계연구원

Flexible hose&Fitting 건설중장비용 유압호스 조립체 기계연구원 ㈜선텍

플라스틱 호스조립체 기계연구원 ㈜아프렉스

공압용 관연결 피팅 기계연구원

 미케니컬스프링 차량도어 래치용 스프링 기계연구원 동양산업

디젤엔진밸브용 헬리컬 스프링 기계연구원

Seal& Packing 중압용 유압실린더 왕복동 씰 기계연구원 ㈜원 씰

유압펌프용 립형 씰 기계연구원

주축유니트 CNC 자동선반용 주축유니트 기계연구원 한화기계㈜

비례제어밸브 파워스티어링용 비례제어밸브 기계연구원 삼 케블

비례감압밸브 기계연구원

착암기(breaker) 건설기계용 유압식 착암기 기계연구원 대모ENG㈜

디젤엔진 농업용 트랙터 디젤엔진 기계연구원 국제종합기계㈜

Oil cooler 공작기계용 오일쿨러 기계연구원 한국전재공업사

산업용 원통다관식 오일냉각기 기계연구원
성산기업사, 현대올

레아유압

산업용 초고압펌프 산업용 초고압 펌프 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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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분야

주행구동유니트 굴삭기용 주행구동유니트 기계연구원 동명중공업

산업용초고압 압력조

절밸브
산업용 초고압 릴리프 밸브 기계연구원

HST 농기계 트랙터 변속기용 HST 기계연구원

장갑차 조향용 HST 기계연구원

선회구동유니트 굴삭기용 선회구동유니트 기계연구원

Tandem pum 굴삭기용 텐덤 펌프 기계연구원

축압기 유압용 블래더형 축압기 기계연구원

산업용 무단속도변환

기
산업용 체인타입 무단속도 변환기 기계연구원 삼원피아이브이

서보액츄에이터 시뮬레이터용 서보엑츄에이터 기계연구원

루브리케이터 공기압회로용 루브리케이터 기계연구원 ㈜삼인

서보밸브 노즐플래퍼형 유량제어서보 밸브 기계연구원

직구동용 유량제어 서보밸브 기계연구원

압축공기 압력조정기 압축공기압력 조정기 기계연구원 ㈜삼인

유압필터 유압유 순환용 필터 기계연구원

다기능제어밸브 굴삭기 다기능 제어 밸브 기계연구원 ㈜한일유압

지게차용다기능제어밸브 기계연구원

컴프레서 산업용스크류공기압축기 기계연구원

원심펌프 입형다단원심펌프 기계연구원

메커니컬 씰 물펌프용메커니컬씰 기계연구원

압력센서 산업용반도체압력센서 기계연구원

산업용솔레노이드 공업용 재봉기용 솔레노이드 기계연구원

차동액슬 중형 지게차용 구동액슬 기계연구원

로드셀 쉬어빔형로드셀 기계연구원

로터리 액츄에이터 랙&피니언형 공기압 로터리 액추에이터 기계연구원

진공펌프 수봉식 진공펌프 기계연구원

산업용댐퍼 산업용 다목적 충격 완충기 기계연구원

열교환기 선박엔진용판형열교환기 기계연구원

산업용프로펠러샤프트 제지기계용 프로펠아샤프트 기계연구원

커플링 산업용기어커플링 기계연구원

산업용 노즐 산업용 압력형 분무노즐 기계연구원

산업용 리프트 산업용 테이블 리프트 기계연구원

리니어모터 위치제어용 리니어 동기모터 기계연구원

척 평행 개폐형 공기압 척 기계연구원

볼스크류 위치결정용 볼스크류 기계연구원

고소작업용사다리 화물운반용 직진식 고소사다리 기계연구원

기어박스(소형) 권상기용 기어박스(1회 개정) 산업기술시험원 해성산전

E/S step 경사형 에스컬레이터용 스텝(1회 개정) 산업기술시험원 OTIS-LG

수평보행기용 팰릿 산업기술시험원 OTIS-LG

E/S hand rail 경사형 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 산업기술시험원

엘리베이터용 도어인

터록
에리베이터용 도어인터록 산업기술시험원

에스컬레이터용 드럼

형 브레이크
엘리베이터용 드럼브레이크 산업기술시험원

엘리베이터용 조속기 엘리베이터용 조속기 산업기술시험원

엘리베이터용 상하종

단 위치차단기
엘리베이터용 위치차단기 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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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자동차

분야

라디에이터 자동차용 방열기 자동차부품연구원
삼성공조㈜, ㈜두

원공조, ㈜원진

오일필터 가솔린기관용 스핀온형 오일필터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기시스템, ㈜

동우, 삼원산업㈜, 

동산업㈜

디젤기관용 스핀온형 오일필터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기산업㈜

디젤기관용 바이패스식 오일필터 자동차부품연구원 ㈜쓰리알

쇽업소바 자동차용 통형 쇽업소버 자동차부품연구원
㈜만도, ㈜제트에

프삭스코리아

자동차용 서스펜션 스트릿 자동차부품연구원

와이퍼모터 자동차용 와이퍼모터 자동차부품연구원 동양기전㈜

ECU 승용차용 엔진전자 컨트롤 유닛 자동차부품연구원
케피코㈜, 씨멘스

오토모티브㈜

브레이크패드 승용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자동차부품연구원
상신브레이크㈜, 

㈜한국베탈

연료펌프 가솔린기관용 인탱크식 연료펌프 자동차부품연구원

가솔린기관용 기계식 연료펌프 자동차부품연구원 ㈜대화연료펌프

이그네션코일 가솔린기관용 점화코일 자동차부품연구원 ㈜세림테크(2)

고전압 점화케이블 어셈블리 자동차부품연구원

교류발전기 자동차용 교류발전기 자동차부품연구원

교류발전기용조정기 자동차부품연구원

윈도우레귤레이터 자동차용 전동식 도어 윈도우레귤레이터 자동차부품연구원 대동 hi-LEX㈜

승용차용 윈도모터 자동차부품연구원 동양기전㈜

포지션센서 스로틀 위치센서 자동차부품연구원

드라이브샤프트 자동차의 구동축용 등속조인트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프랜지공업㈜

워터펌프 자동차용 워터펌프 자동차부품연구원 지엠비코리아

MAP센서 흡기다기관 절대압력센서 자동차부품연구원 케피코㈜

휠허브베어링유닛 승용차용 휠베어링 자동차부품연구원
㈜일진오토모티

브, ㈜일진베어링

상용차용 휠 베어링 자동차부품연구원

머플러 자동차용 소음기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용 blower 

motor
자동차용 송풍기 모터 자동차부품연구원

승용차용 송풍기 자동차부품연구원 효성전기㈜

변속기전자제어장치

(TCU)
승용차용 자동변속기 제어유닛 자동차부품연구원

냉각팬모터 승용차용 냉각팬  및 모터 자동차부품연구원
두원공조㈜, (주)

동양기전

AQS센서 자동차용 유해가스 검출기 자동차부품연구원

ISA 자동차용 공회전 속도제어기 자동차부품연구원

도어록엑츄에이터 자동차용 도어록 액츄에이터 자동차부품연구원 한진전자공업㈜(2)

에어컨 컨트롤유닛 에어컨 컨트롤유닛 자동차부품연구원

연료센더 자동차용 연료레벨센더 자동차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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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캐니스터 가솔린기관 증발가스 방지용 캐니스터 자동차부품연구원

오토텐셔너 가솔린기관용 액세서리형 오토텐셔너 자동차부품연구원

가솔린기관용 액세서리형 아이들러 자동차부품연구원

와이퍼시스템 자동차용 와이퍼 블레이드 자동차부품연구원 ㈜캐프

자동차용 와이퍼 암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용 와이퍼시스템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용 연결튜브류 자동차냉방장치용 호스 어셈블리 자동차부품연구원 ㈜파카공조

자동차 유압브레이크형 호스어셈블리 자동차부품연구원 ㈜화승R&A

자동차용 정션박스 자동차용 정션박스 자동차부품연구원

스티어링컬럼 자동차용 스티어링 컬럼 자동차부품연구원 남양공업㈜

연료필터 가솔린기관용 연료필터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기산업㈜

디젤기관용 연료필터 자동차부품연구원 ㈜동우만엔휴멜

자동차용 커넥터 자동차용커넥터 자동차부품연구원 ㈜세원ECS

클러치디스크 승용차용 클러치 디스크 자동차부품연구원 ㈜평화발레오

시동전동기 자동차용 시동전동기 자동차부품연구원

변속레버 자동차변속기용 기어변속레버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용 인젝터 자동차용 저압가솔린 인젝터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변속기용 솔레노

이드밸브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드밸브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용 윤활유 냉

각기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냉각기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용 페달 승용차용 플라스틱 가속페달 자동차부품연구원

크랭크샤프트 포지션

센서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변속기용 시프트

케이블
자동차변속기용 시프트케이블 자동차부품연구원

현가스프링 승용차 현가장치용 코일스프링 자동차부품연구원

주차브레이크 레버 자동차용 수동식 주차브레이크 레버 자동차부품연구원

스테빌라이저바 승용차용 스테빌라이저 바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용프로펠러샤

프트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용 축전지 자동차부품연구원

클러치마스터실린더 자동차용 액압클러치 마스터실린더 자동차부품연구원

MAF(Mass Air 

Flow) 센서
자동차용 질량공기유량 센서 자동차부품연구원

서머스텟 자동차용 온도조절기 자동차부품연구원

선루프 자동차부품연구원

도어락 리모트콘트롤 자동차용 도어락 리모트콘드롤 자동차부품연구원

음향측심기 선박용 음향측심기 조선기자재연구원

선박용보일러급수펌

프
선박용 보일러 급수펌프 조선기자재연구원

선박용내압방폭천정등 선박용 내압방폭 천정등 조선기자재연구원

선박디젤기관용 연료

분사밸브
선박디젤기관용 연료분사밸브 조선기자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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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전자

분야

소형정 모터 CD-ROM 구동용 브러시레스 모터 전자부품연구원
㈜삼홍사, 삼성전기

㈜

광기기 저장매체 구동용 BLCD모터 전자부품연구원

수지자석을 사용한 BLCD모터 전자부품연구원

PCB RAM용 경질다층 PCB 전자부품연구원 ㈜심텍

FR-4 재질 경질다층 PCB(1회 개정) 전자부품연구원

BT resin 재질 경질 PCB 전자부품연구원

VCO 전압제어 발진기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쌍신전기㈜, 한

국단자공업㈜

바리스터 전자기기용 칩배리스터(1회 개정) 전자부품연구원

일진전기㈜, 조인셋

㈜, ㈜이노칩테크놀

러지, ㈜레트론(2)

인덕터 전자기기용 고주파 칩인덕터 (1회개정) 전자부품연구원
삼화전자공업㈜, 필

코전자㈜, 쎄라텍(2)

수정진동자 온도보상 수정진동자(TCXO) 전자부품연구원 ㈜빛샘정보통신

핸드폰용 C-mic 휴대폰용 소형콘덴서 마이크 전자부품연구원 ㈜삼부커뮤닉스

변성기(압전, DY, 

FBT)
압전세러믹 변성기 전자부품연구원

소형LCD 백라이트를 이용한 소형 LCD모듈 전자부품연구원

무선LAN모듈 무선LAN(WAN)모듈 전자부품연구원

GPS모듈 자동차적용기기용위성정보시스템모듈 전자부품연구원

PAM 휴대폰용전력 증폭기 전자부품연구원

SMD coil 전자기기용 권선형 칩코일 전자부품연구원 필코전자㈜

전자부품연구원 ㈜다코웰

송수신모듈 광통신용 송수신 모듈 전자부품연구원

스플리터 광통신용 스플리터 전자부품연구원

감쇠기 광통신용 감쇠기 전자부품연구원

연성 PCB
휴대폰용 폴리이미드 재질 커넥터형 연

성PCB
전자부품연구원

저잡음증폭기 저잡음 증폭기(LNA) 전자부품연구원

칩비드 전자기기용 칩비드 전자부품연구원

소형 인덕션모터 전자부품연구원

광증폭기 전자부품연구원

광필터 전자부품연구원

광송신모듈 전자부품연구원

RF 결합기 전자부품연구원

광스위치 전자부품연구원

광커넥터 전자부품연구원

콘덴서
고정 금속화 폴리프로필렌필름

유전체 직류 회로용 커패시터
산업기술시험원

코리아이앤디㈜(2), 

김천산업(2), 성호전

자㈜(2), 필코전자

(2)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산업기술시험원

삼화전기㈜(2), 삼

전자공업㈜, ㈜파츠

닉, 삼성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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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전자

분야

릴레이 전기기계적 계전기(통신용계전기) 산업기술시험원

㈜동양릴레이, ㈜유

유, ㈜텍셀, ㈜한국

리레이

커넥터
인쇄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3MHz이하

주파수 대역용 직사각형 다접점 커넥터
산업기술시험원

인쇄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3MHz이하

주파수 대역용 동심형 커넥터(1회개정)
산업기술시험원

㈜우 , 골든콘넥터

산업㈜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입출력 커넥터 산업기술시험원 ㈜신화 엠에스

튜너 지상파용 디지털 TV 튜너(1회개정) 산업기술시험원
LG이노텍㈜, 삼성전

기㈜

필터 표면탄성파(SAW) 필터(1회개정) 산업기술시험원

㈜아이티에프, 삼성

전기㈜, LG이노텍

㈜, 씨텍크㈜

유전체 필터 산업기술시험원
㈜한원 마이크로웨

이브

전극재료 전자부품용 전극재 산업기술시험원
대주정 화학㈜, 

(주)IMD

저항 페이스트 산업기술시험원

PLL modull 위상동기루프 주파수합성 모듈 산업기술시험원
삼성전기, 아텍시스

템즈㈜

RF Noise 

suppressing device
전원선용 전자파 장해방지기 산업기술시험원

SMPS 스위칭 모드 직류안정화 전원장치 산업기술시험원 삼성전기㈜

전자부품용 수지자

석
전자부품용 수지자석 산업기술시험원 ㈜부림산업

전자부품용 금속계 소결자석 산업기술시험원 아세아자석공업㈜

내장형칩안테나 내장형 칩안테나 산업기술시험원 코산아이앤티

LNBDC
인공위성 신호수신용 저잡음 주파수 하

향변환기
산업기술시험원

듀플렉서 유전체 듀플렉서 산업기술시험원

전자파억제및전원

연결용 커패시터
전자파억제 및 전원연결용 커패시터 산업기술시험원

폴리프로필렌 필름유전체 직류회로용 

금속박 커패시터
산업기술시험원

고정금속화 폴리에스테르 필름유전체 

직류회로용 코패시터
산업기술시험원

습도센서
고분자감습막을 이용한 전기저항식 습

도센서
산업기술시험원

어래스터 가스방전관식 어래스터 산업기술시험원 이건테크놀러지㈜

전파흡수제(시트형) 시트형 전파흡수체 산업기술시험원 ㈜AMIC

반도체공정용 나노

연마제 슬러리
반도체 CMP용 나노연마제 슬러리 산업기술시험원

광픽업 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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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전자

분야

반도체봉지재용 

EMC
산업기술시험원

적층세라믹커패시터 산업기술시험원

DVR모듈 산업기술시험원

포토커플러 산업기술시험원

RF Isolator 산업기술시험원

GPS 안테나 GPS 안테나 산업기술시험원

저압케이블(600V 이

하)
산업기술시험원

LCD용 Backlight
액정화면 백라이트용 냉음극 형광램프

(3회개정)
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금호전기㈜(3)

LCD용 인버터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화면

백라이트용 인버터(1회 개정)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서일전자㈜(2)

핸드폰용 16화음스피

커
휴대폰용 스피커(1회개정)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주)신우전자(2)

휴대폰용 리시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마이크로텍(2)

고휘도LED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전기전자시험연구원 광전자주식회사

진동소자 모바일 코인형 진동소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자화전자㈜

안전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 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흥전기

스마트카드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메탈돔 시트 메칼돔 시트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카메라모듈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전기전자시험연구원

터치패널 4선식 저항막 ?패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

분야

피뢰기 자기재 피뢰기(2.5kA) 전기연구원

폴리머애자 배전급 폴리머 현수애자 전기연구원 평일산업㈜

 2차전지 휴대전자기기용 리튬 2차전지 전기연구원 ㈜하나텍(2)

고속전동기 일반용 3상 유도전동기 전기연구원

인버터 구동 3상 유도전동기 전기연구원

케이블 배전급 고무절연 전력케이블 전기연구원

배전급 XLPE 절연전력케이블 전기연구원

건식변압기 건식변압기 전기연구원 이화전기공업

진공차단기 배전급 옥내용 진공차단기 전기연구원

건식변성기 건식계기용 변압기 전기연구원

전력변환장치(UPS)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연구원

개폐기 고압가스절연 부하 개폐기 전기연구원
지광이앤씨㈜, ㈜

비츠로테크

배선용 차단기 전기연구원

ＧＩＳ용절연스페이

서(170kV용)
전기연구원

진상콘덴서(고압 및 

특고압용)
전기연구원

한류형 퓨즈 전기연구원

일반조명용램프 일반조명용 램프 조명기술연구소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 안정기 조명기술연구소 ㈜선일일렉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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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전기

분야

자동차용전구 자동차용전구 조명기술연구소

형광램프용 스타터 형광램프용 스타터 조명기술연구소

고압방전램프 조명기술연구소

고압방전램프용 안정

기
조명기술연구소

형광램프 홀더 조명기술연구소

가공

금속

분야

원심주조강관
에틸렌 제조용 Cracking Furnace 

Tube(1회개정)
생산기술연구원 부공산업㈜

침탄열처리용 방열관 생산기술연구원

천연가스수송용강관 내수소 유기균열보증 용접강관 생산기술연구원
현대하이스코㈜

(2), (주)휴스틸

내황화수소 응력부식 균열보증 용접강관 생산기술연구원

현대하이스코㈜

(4), ㈜세아제강, 

㈜휴스틸, ㈜창원

밴딩(2), 현대종합

금속)

내황화수소 응력부식균열 보증 용접재료 생산기술연구원 고려용접봉㈜

엔진밸브시트 엔진밸브 및 밸브시트 생산기술연구원

금형용가공부품소재

(사출금형)
플라스틱 사출금형용 이젝터 핀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전자터미널용 무

산소동 및 황동 strip
전기.전자터미널용 동 및 동합금스트립 생산기술연구원

절삭공구 절삭공구용 고속도강 엔드 (1회개정) 생산기술연구원

프레스다이용 코일스

프링
프레스다이용 코일스프링 생산기술연구원

신흥강업㈜, 대원

강업㈜

자동차용 exhaust 

manifold
승용차엔진 배기다기관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에어컨 

evaporator 친수피막

처리부품

자동차에어컨용 증발기 생산기술연구원

아크용접용 콘텍트 

칩
가스메탈 아크용접용 콘택트 팁 생산기술연구원 ㈜금성특수

자동차용 타이로드엔

드
승용차용 타이로드엔드 생산기술연구원

경량중공 캡샤프트 조립식 소결캠샤프트 생산기술연구원

건설중장비 bucket용 

tooth
생산기술연구원

지게차용 Leaf chain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 정 가공

용 캠브로휠
생산기술연구원

인너볼 조인트 생산기술연구원

금형용가공부품소재

(열간금형)
다이캐스팅용 열간금형강(1회개정) 기계연구원(창원) 창원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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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가공

금속

분야

냉간가공용 초경금형 냉간금형용 초경합금-압출 기계연구원(창원) ㈜동남초경

내마모 고 Cr주강
내마모 고크롬주철-쇼트블라스트용 

블레이드(1회개정)
기계연구원(창원)

태성정 금속공업

사, ㈜천봉특수금속

철도차량용 마모판 철도화차용 금속마모판 기계연구원(창원) 부길강업주식회사

콤바인용 예취날 기계연구원(창원)

고온고압용내열부품 고온고압용 보일러용 강관 (2회개정) 과학기술연구원 와이시피㈜

자기변형진동체 벌크형 자기변형 진동체 과학기술연구원

금속 클래드판재 과학기술연구원

고순도 가스관용 강관 과학기술연구원

기초

금속

분야

인바합금 고압송전선용 알루미늄피복 인바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브레이징소재
가전용 Cd-Free Ag Filler Metal (1

회 개정)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희성금속㈜, ㈜세기

브라콤)

알루미늄압출재
건축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커튼월 및 창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신양금속공업㈜, ㈜

도일인텍

금형용고속도 공구강
냉간/온간 금형용 저합금 고속도 공구

강(1회개정)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아특수강㈜

무연솔더볼 무연솔더볼(1회개정)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엠케이전자㈜

건축용극후강관 건축구조용 용접강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사장교 stay cable용 

PC강연선 및 와이어
사장교 캐이블용 PC강선 및 강연성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내마모용 고Mn 철계

합금
광석분쇄기용 챔버 및 블레이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천봉특수금속, ㈜

경동특수주강

철도차량용 고강도 

경량소재
철도차량용 알루미늄 합금 압출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전자패키징부품용 무

연솔더패이스트

SN-Ag-Cu계 무연솔더 패이스트(1회

개정)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청솔화학㈜

 Cr-Mo강용 플럭스

코어드와이어

보일러용 Cr-Mo강 용접플럭스 충전

와이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배관자재용 무연내

식황동
수도배관자재용 무연내식황동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용접형 금속Bellows 진공용 용접형 금속벨로우즈 포항산업과학연구원 AnZ㈜

볼트 강구조물 접합용 고력볼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용융알루미늄 도금강판 용융알루미늄도금강판 및 강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자동차호스 클립용 

고탄소강
자동차용 고탄소강 호스클램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건축용 칼라코팅 금

속판

지붕 및 건축 외판용 도장 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전제품 기판부품용 

무연솔더바
중고온용 무연솔더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전자부품용 비정질합

금 스트립

전자부품용 Fe-Si-B계비정질스트립코

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자동차용 용접형 드

라이브 풀리
자동차용 용접형 드리아브 폴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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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화학

분야

기계부품용 O-링 굴삭기 Floating Seal용 O링 화학연구원

구조용접착제 금속용 구조접착제(1회 개정) 화학연구원 ㈜서일, ㈜보광(2)

자동차용그리스 자동차용 그리스 화학연구원

자동차용냉각기호스 자동차용 냉각기 호스(1회 개정) 화학연구원 평화산업㈜

산업용핫멜트접착제 자동차램프용 핫멜트접착제 화학연구원

자동차용헤드램프렌즈 자동차용 헤드램프 렌즈 화학연구원

자동차용 범퍼페이셔 자동차용 범퍼페이셔 화학연구원 ㈜프라코

자동차용 인스트루먼

트 패널
자동차용 인판넬 화학연구원

자동차실린더헤드커버

용 플라스틱
자동차실린더헤드커버용 플라스틱 화학연구원

적외선감지필터용 플

라스틱
적외선 감지 필터용 플라스틱(1회) 화학연구원 ㈜센서프로

냉장고용 가스켓 화학연구원

부식방지용 플라스틱 

볼트 캡
부식방지용 플라스틱 볼트캡 화학연구원

플라스틱 광섬유 화학연구원

자동차용 플라스틱 흡

기다기관
자동차용플라스틱 흡기다기관 화학연구원

교량지지용고무받침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1회개정) 화학시험연구원
유니슨산업㈜, ㈜부

흥시스템, ㈜케이알

교량지지용 포트받침 (2회개정) 화학시험연구원 유니슨산업㈜

고무벨트 차량용 V-리브드 벨트 화학시험연구원

교량신축이음장치 교량용 신축이음장치 화학시험연구원
대경산업㈜, ㈜부흥

시스템

승용차엔진용 방진고무 승용차엔진용 방진고무 화학시험연구원

냉장고 콤프레서용 써

포터
화학시험연구원

세탁기 급수용 고무씰 화학시험연구원

고주파용페라이트 링(Ring)형 페라이트 자심 요업기술원

온도저항세라믹소자 온도저항 세라믹 소자 요업기술원

저   온동시소성세라

믹기판소재
저온동시소성 세라믹기판소재 요업기술원

열전냉각소자 열전냉각소자(1회개정) 요업기술원 써모드론㈜

전자기기/부품용 Seal 

Glass Frit
전자기기/부품용 실링그라스 프릿 요업기술원

 세라믹면상 발열체 탄소계면상발열체 요업기술원

수도밸브용 세라믹 디

스크
요업기술원

가전제품용석 관히터 요업기술원

중방식도료 중방식도료 건자재시험연구원 카보라인코리아(3)

전자파차폐 도료 휴대전화기용 전자파차폐 도료 건자재시험연구원

도로표지용 도료 상온용 도로표지용 도료 건자재시험연구원

선박용 방화도료 건자재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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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품목명 기준명 지정평가기관 인증업체명

화학

분야

실내공기 정화용 광촉

매 도료
실내공기 정화용 광촉매 도료 건자재시험연구원

수도용 플라스틱관 및 

이음관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난방용 플라스틱관
난방용플라스틱관-가교화폴리에틸렌관

(1회 개정)
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하수용 플라스틱관 하수용 폴리에틸렌관(1회개정) 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제산업㈜

가스용 플라스틱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생활환경시험연구원

플라스틱볼밸브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

필터백미디어 환경정화용 집진 필터백미디어 생산기술연구원
㈜크린에어테

크놀러지

에어필터 환기용 중성능 에어필터 유닛 생산기술연구원

공조 및 크린룸용 HEPA필터 유닛 생산기술연구원

액체필터 비제균용 정 여과 액체필터 카트리지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용코팅직물 스핀들구동용 테이프 생산기술연구원

건조/압연펠트소재
염화비닐코팅 및 라미네이팅 섬유포

(건축물방수용)
생산기술연구원

탄젠샬벨트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용캐빈필터 자동차용 캐빈에어필터 유닛(1회 개정) 생산기술연구원 성창에어텍

팽창식구명장비용 섬유

소재
-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 일반용 NN,EP형 컨베이어고무벨트 생산기술연구원

한외여과(UF, Ultra 

filtration)용 중공사막 

필터

생산기술연구원

연료탱크 내장형 연료 

필터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안전밸트용 웨빙 자동차안전벨트용 웨빙(1회 개정)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진흥, 코리

카화이바㈜

지오그리드 성토보강용 지오그리드(1개정)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삼양사(2)

지오텍스타일 위생매립장 라이너시스템용 부직포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지오멤브레인
위생매립장 라이너시스템용 지오멤브레

인-고 도폴리에틸렌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지오드레인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자동차용 에어백 원단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안전/유해보호용섬유소

재
화학물질 오염방지 섬유원단 의류시험연구원

화학물질 오염방지 섬유원단-솔기부분 의류시험연구원

투습방수 섬유원단 의류시험연구원

시선유도용 섬유원단 의류시험연구원

건축용 방음 및 흡음소재 방음판 흡음소재 의류시험연구원

방화/내열용 섬유원단 방화내열용 섬유원단 의류시험연구원

화스너테이프 의류시험연구원

텐트원단 의류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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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야별 신뢰성평가대상 품목 및 지정평가기관

분야 기 존 품 목 2004년 신규
지정평가
기관

부
품

기
계
류

(39)
/
(21)

유압실린더, 공압실린더, 기어박스(중형), 변속
기, 클러치, 유압모터, 오일펌프, 초음파부품, 
방진마운트, 유압밸브, 공압밸브, 베어링, 산업
용 Brake, Flexible hose&Fitting, 미케니컬스
프링, Seal& Packing, 주축유니트, 비례제어밸
브, 착암기(breaker), 디젤엔진, Oil cooler, 
산업용 초고압펌프, 주행구동유니트, 산업용초
고압 압력조절밸브, HST, 선회구동유니트, 
Tandem pump, 축압기, 산업용 무단속도변환기, 
서보액츄에이터, 루브리케이터, 서보밸브, 압
축공기 압력조정기, 유압필터, 다기능제어밸브
(35)

컴프레서, 원심펌프, 메커니컬 씰, 압력
센서, 솔레노이드, 차동액슬, 로드
셀, 로터리 액츄에이터, 진공펌프, 
산업용댐퍼, 열교환기, 산업용 프
로펠러샤프트, 커플링, 산업용 노
즐, 산업용 리프트, 리니어모터, 
척, 볼스크류, 고소작업용 사다리
(19)

기계
연구원

 기어박스(소형),  E/S step, E/S hand rail, 엘리베
이터용 도어인터록, 에스컬레이터용 드럼
형 브레이크(5)

엘리베이터용 조속기, 엘리베이
터용 상하종단 위치차단기(2)

산업기술
시험원

자
동
차
(36)
/
(19)

라디에이터, 오일필터, 쇽업소바, 와이퍼모
터, ECU, 브레이크패드, 연료펌프, 이그네
션코일, 교류발전기, 윈도우레귤레이터, 포
지션센서, 드라이브샤프트, 워터펌프, 
MAP센서, 휠허브베어링유닛, 머플러, 자
동차용 blower motor, 변속기전자제어장
치(TCU), 냉각팬모터, AQS센서, ISA, 도어록
엑츄에이터, 에어컨 컨트롤유닛, 연료센더, 캐
니스터, 오토텐셔너, 와이퍼시스템, 자동차용 
연결튜브류, 자동차용 정션박스, 스티어링컬
럼, 연료필터, 자동차용 커넥터, 클러치디스크
(33)

시동전동기, 변속레버, 자동차용 
인젝터, 자동변속기용 솔레노이
드밸브, 자동차용 윤활유 냉각기, 
자동차용 페달, 크랭크샤프트 포
지션센서, 자동변속기용 시프트
케이블, 현가스프링, 주차브레이
크 레버, 스테빌라이저바, 프로펠
러샤프트, 자동차용 축전지, 마스
터실린더, MAF(Mass Air Flow) 
센서, 서머스텟, 선루프, 도어락 
리모트콘트롤(18)

자동차
부품
연구원

 음향측심기, 선박용보일러급수펌프, 선박
용내압방폭천정등(3)

선박디젤기관용 연료분사밸브(1)
조선기자
재(연)

전
자

(40)
/
(22)

소형정 모터, PCB, VCO, 바리스터, 인덕터, 수
정진동자, 핸드폰용 C-mic, 변성기(압전, DY, 
FBT), 소형LCD, 무선LAN모듈, GPS모듈, PAM, 
SMD coil, 송수신모듈, 스플리터, 감쇠기(15)

연성 PCB, 저잡음증폭기, 칩비드, 
소형 인덕션모터, 광증폭기, 광필터, 
광송신모듈, RF 결합기, 광스위
치, 광커넥터(10)

전자부품
연구원

콘덴서, 릴레이, 커넥터, 튜너, 필터, PLL 
modull, RF Noise suppressing device,   스위
치변조전원공급기(SMPS), 전극재료, 전자
부품용 수지자석, 내장형칩안테나, LNBDC, 
듀플렉서, 전자파억제및전원연결용 커패시터, 
습도센서, 어래스터, 전파흡수제(시트형), 반도체공
정용 나노연마제 슬러리(18)

광픽업, 반도체봉지재용 EMC, 
적층세라믹커패시터, DVR모듈, 
포토커플러, RF Isolator, GPS 안
테나, 저압케이블(600V 이하) (8)

산업기술
시험원

LCD용 Backlight,  LCD용 인버터, 핸드폰
용 16화음스피커, 고휘도LED, 진동소자, 안전
스위치(6)

스마트카드, 메탈돔 시트, 카메라모듈, 
터치패널(4)

전기전자
시험원

전
기
(14)
/
(7)

피뢰기, 폴리머애자, 2차전지, 고속전동
기, 케이블, 건식변압기, 진공차단기, 건
식변성기, 전력변환장치(UPS), 개폐기(10)

배선용 차단기, GIS용 절연스페
이서, 고압진상콘덴서, 한류형 퓨
즈(4)

전기
연구원

 일반조명용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자동차용
전구, 형광램프용 스타터(4)

고압방전램프, 고압방전램프용 안정기, 
형광램프 홀더,(3)

조명기술
연구소



14. 분야별 신뢰성평가대상 품목 및 지정평가기관  965

분야 기 존 품 목 2004년 신규
지정평가
기관

소
재

가
공
금
속
(17)
/
(7)

원심주조강관, 천연가스수송용강관, 엔진
밸브시트, 금형용가공부품소재(사출금형), 
전기전자터미널용 무산소동 및 황동 
strip, 자동차용 exhaust manifold, 절삭
공구, 프레스다이용 코일스프링, 자동차
에어컨 evaporator 친수피막처리부품, 아
크용접용 콘텍트 칩, 자동차용 타이로드
엔드, 경량중공 캡샤프트(12)

건설중장비 bucket용 tooth, 지
게차용 Leaf chain, 자동차부품 
정 가공용 캠브로휠, 인너볼 
조인트 (4)

생산기술
연구원

금형용가공부품소재(열간금형), 냉간가공
용 초경금형, 내마모 고 Cr주강, 철도차
량용 마모판(4)

콤바인용 예취날(1)
기계연구
원

 고온고압용내열부품, 자기변형진동체(2)
금속 클래드판재, 고순도 가스
관용 강관(2)

KIST

기
초
금
속

(14)
/
(6)

인바합금, 브레이징소재, 알루미늄압출재, 
금형용고속도 공구강, 무연솔더볼, 건축
용극후강관, 사장교 stay cable용 PC강연
선 및 와이어, 내마모용 고Mn 철계합금, 
철도차량용 고강도 경량소재, 전자패키징
부품용 무연솔더패이스트, Cr-Mo강용 플
럭스코어드와이어, 볼트, 배관자재용 무
연내식황동, 용접형 금속Bellows(13)

용융알루미늄 도금강판, 자동차
호스 클램프용 고탄소강, 건축
용 칼라코팅 금속판, 가전제품 
기판부품용 무연솔더바, 전자부
품용 비정질합금 스트립, 자동
차용 용접형 드라이브 풀리 (6)

RIST

화 
학

(26)
/
(12)

기계부품용 O-링, 구조용접착제, 자동차
용그리스, 자동차용냉각기호스, 산업용핫
멜트접착제, 자동차용헤드램프렌즈, 자동
차용 범퍼페이셔, 자동차용 인스트루먼트 
패널, 자동차실린더헤드커버용 플라스틱, 
적외선감지필터용 플라스틱(10)

냉장고용 가스켓, 부식방지용 
플라스틱 볼트 캡, 플라스틱 광
섬유, 자동차용 플라스틱 흡기
다기관 (4)

화학
연구원

교량지지용고무받침, 고무벨트, 교량신축
이음장치, 승용차엔진용 방진고무(4)

냉장고 콤프레서용 써포터, 세
탁기 급수용 고무씰(2)

화학시험
(연)

 고주파용페라이트, 온도저항세라믹소자, 
저  온동시소성세라믹기판소재, 열전냉각
소자, 전자기기/부품용 Seal Glass Frit, 세
라믹면상 발열체(6)

수도밸브용 세라믹 디스크, 가
전제품용 석 관히터(2)

요업
기술원

 중방식도료, 전자파차폐 도료, 도로표지용 
도료(3)

방화도료, 실내공기 정화용 광
촉매 도료(2)

건자재시
험(연)

 수도용 플라스틱관 및 이음관, 난방용 플
라스틱관, 하수용 플라스틱관(3)

가스용 플라스틱관, 플라스틱 
볼밸브(2)

생활환경
시험(연)

섬 
유
(15)
/
(6)

필터백미디어, 에어필터, 액체필터, 산업
용코팅직물, 건조/압연펠트소재, 자동차
용캐빈필터, 팽창식구명장비용 섬유소재, 
산업용 컨베이어 벨트(8)

한외여과(UF, Ultra filtration)
용 중공사막 필터, 연료탱크 내
장형 필터(2)

생산기술
연구원

자동차안전밸트용 웨빙, 지오그리드, 지
오텍스타일, 지오멤브레인(4)

지오드레인, 자동차용 에어백 
원단(2)

원사직물
시험(연)

 안전/유해보호용섬유소재,  건축용 방음 
및 흡음소재, 방화/내열용 섬유원단(3)

화스너테이프, 텐트원단(2)
의류시험
(연)

8분
야

201개 품목  100품목 총30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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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LAC 상호인정 서명국 및 인정기구 현황
1. 유럽 지역 

Economy Organization Scope

오스트리아(Austria)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BMWA) 시험 및 교정

벨기에(Belgium) Beltest OBE/BKO 시험 및 교정

체코(Czech Republic) Czech Accreditation Institute, o.p.s. (CAI) 시험 및 교정

덴마크(Denmark) Danish Accreditation (DANAK) 시험 및 교정

핀란드(Finland)
Finnish Accreditation Service Centre for Metrology and 

Accreditation (FINAS)
시험 및 교정

프랑스(France) Comite Francais d'Accreditation (COFRAC) 시험 및 교정

독일(Germany)

Deutsches Akkreditierungssytem Prufwesen (DAP) 시험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fur Technik (DATech) 시험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Mineral GmbH 

(DASMIN)
교정

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Chemie GmbH 

(DACH)
시험

Deutsche Kalibrierdienst (DKD) 시험

아일랜드(Ireland) The Irish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NAB) 시험 및 교정

이탈리아(Italia)
Sustema Nazionale per L'Accreditamneto (SINAL) 시험 

Servizio di Taratura in Italia (SIT) 교정

네덜란드(Netherlands) Dutch Accreditation Council (RvA) 시험 및 교정

노르웨이(Norway) Norwegian Accreditation (NA) 시험 및 교정

그리스(Greece) Hellenic Accreditation Council (ESYD) 시험 및 교정

폴란드(Poland) Polish Centre for Accreditation (PCA) 시험 및 교정

루마니아(Romania) Romanian Accreditation Association (RENAR) 시험 및 교정

슬로베니아(Slovenia) Slovenian Accreditation (SA) 시험 및 교정

슬로바키아(Slovakia) Slovak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SNAS) 시험 및 교정

스페인(Spain) Entidad Nacional de Acreditacion (ENAC) 시험 및 교정

스웨덴(Sweden)
Swedish Board for Accreditation and Conformity 

Aseessment (Swedac)
시험 및 교정

스위스(Switzerland) Swiss Accreditation Services (SAS) 시험 및 교정

영국(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 시험 및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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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태평양 지역 
Economy Organization Scope

호주(Australia)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Australia (NATA)
시험 및 교정

캐나다(Canada)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시험 및 교정

중국(P. R. China)
China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Laboratories

(CNAL)
시험 및 교정

홍콩

(Hong Kong ,China)
Hong Kon Accreditation Service (HKAS) 시험 및 교정

인도(India)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NABL)
시험 및 교정

인도네시아(Indonesia)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Indonesia (KAN) 시험

일본(Japan)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JAB)
시험 및 교정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cheme (IAJapan) 시험 및 교정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시험 및 교정

말레이시아(Malaysia)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DSM) 시험

뉴질랜드

(New zeal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New Zealand 

(IANZ)
시험 및 교정

싱가포르(Singapore) 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 (SAC) 시험 및 교정

대만(Chinese Taipei) Chinese 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NLA) 시험 및 교정

태국(Thailand)
Thai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TLAS) 시험 및 교정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DMSc) 시험

미국(USA)

America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시험 및 교정

ICBO Evaluation service, Inc (ICBO) 시험 및 교정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시험 및 교정

베트남(Vietnam)
Vietnam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VILAS/STAMEQ)
시험 및 교정

3. 기타 지역
Economy Organization Scope

브라질(Brazil)

Directoria de Credenciamento e Qualidade/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cao e Qualidade 

Industrial (CGCRE)

시험 및 교정

이스라엘(Israel) Israel Laboratory Accreditation Authority (ISRAC) 시험 및 교정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 

(SANAS)
시험 및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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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4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현황
인증기업명 업  종 주  소 대표자명

1 (주)국일여행사 여행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8-3 우종웅

2 (주)명문여행사 여행사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406-11 안인성

3 가나안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54-9 김부용

4 (주)LG MRO 엘지트윈타워 빌딩관리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김태오

5 교보자동차보험㈜ 보 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8층 신용길

6 (주)하나투어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 한미빌딩 12층 박상환

7 ㈜세중 여행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빌딩 19층 천신일

8 대한통운주식회사 본사(택배부문) 택 배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곽 욱

9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본사 보 험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43 진 욱

10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병 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 125-5 송재승

11 대구파티마병원 병 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02-1 박제윤

12 동아병원 병 원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7-11 박일성

13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테마공원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 박노빈

14 ㈜엘지 엠알오 엘지 강남타워 빌딩관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김태오

15 ㈜한화유통 갤러리아 수원점 백화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 김정 

16 ㈜티.엔.티 익스프레스 택배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87-8 김중만

17 ㈜범한여행사 여행사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23-3 여성구

18 ㈜대교 산청(상)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71-7 조규일

19 ㈜대교 산청(하)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68-7 조규일

20 ㈜카이스 시스템 교육기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7-5, 카이스시스템빌딩 최창호

21 ㈜KT 초고속통신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이용경

22 ㈜KT 서초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01-1 김남식

23 ㈜KT 안양지사 초고속통신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0-2 김종각

24 ㈜KT 원효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1-2 오완근

25 ㈜KT 강북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강북구 미아9동 127-7 이윤행

26 ㈜KT 화곡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893-1 송중근

27 ㈜KT 구로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1660 노 창

28 ㈜KT 인천지사 초고속통신망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520-3 배병윤

29 ㈜KT 수원지사 초고속통신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동 306-1 최원복

30 서울보증보험㈜ 보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빌딩 정기홍

31 대한화재해상보험㈜ 보험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이준호, 

손 호

32
㈜한화유통 갤러리아백화점 천안

점
백화점  충남 천안시 신부동 354-1 김정

33 ㈜동양백화점 백화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36 김정

34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콜센타 텔레마케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5 임정재

35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하종선

36 대한지적공사 공기업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45(의사당로141) 공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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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산업(주)호텔리츠칼튼서울 호  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 이전배

2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백화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9 강태인

3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백화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7 이광균

4 현대백화점 천호점 백화점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8 백훈규

5 현대백화점 신촌점 백화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 송정윤

6 현대백화점 부산점 백화점 부산시 동구 범일동 62-5 김남종

7 현대백화점 광주점 백화점 광주시 북구 신안동 6-1 하병호

8 롯데백화점 본점 백화점 서울 중구 소공동 1 류성규

9 롯데백화점 부산점 백화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오윤희

10 롯데백화점 광주점 백화점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0 윤정호

11 롯데백화점 대전점 백화점 대전시 서구 괴정동 423-1 박윤성

12 (주)신세계백화점 부문 본점 백화점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2 조석찬

13 (주)신세계백화점 부문 강남점 백화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이 재

14 (주)신세계백화점 부문 인천점 백화점 인천시 남구 관교동 15 정일채

15 (주)신세계백화점 부문 광주점 백화점 광주시 서구 광천동 49-1 박건현

16 삼성물산㈜ 삼성플라자 백화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성 목

17 화성산업㈜ 동아백화점 쇼핑점 백화점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53-3 이준근

18 화성산업㈜ 동아백화점 수성점 백화점 대구광역시 수성수 범물동 1273 임병옥

19 청주백화점 백화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1-2 가갑손

20 그랜드백화점㈜ 백화점 일산점 백화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22 함근

21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대구점 할인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2가 378-23 이유권

22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서부산점 할인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쾌법동 529-1 김성대

23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안산점 할인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86 김지환

24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북수원점 할인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91 여윤진

25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통점 할인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통동 994 장정현

26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창원점 할인점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30-3 정의훈

27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김해점 할인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1-2 이성철

28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양재점 할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0 김규석

29 그랜드백화점㈜ 마트 화곡점 할인점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1 배창훈

30 그랜드백화점㈜ 마트 계양점 할인점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257-1 윤태정

31 그랜드백화점㈜ 마트 강서점 할인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471-5 박태

32 화성산업㈜ 하이퍼마트 동아칠곡점 할인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343-6 박찬

33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설악 콘도미니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5 박인규

34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용인 콘도미니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95-1 성낙성

35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양평 콘도미니엄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78-14 이용호

36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백암 콘도미니엄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438 반종삼

37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지리산 콘도미니엄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32-1 조맹훈

38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수안보 콘도미니엄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748-2 고항제

39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경주 콘도미니엄 경상북도 경주시 북군동 30-3 임홍래

40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대천 콘도미니엄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017 홍정표

41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콘도미니엄 경기도 푸천군 북면 산정리 454-4 김응세

42 금호개발㈜ 충무마리나리조트 콘도미니엄 경상남도 통 시 도남동 645 성기욱

43 S-Oil㈜ 옥동 주유소 주유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3-3 이기근

44 S-Oil㈜ 범아 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44-151 이태원

45 S-Oil㈜ 대흥 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5-15 박종주

46 S-Oil㈜ 쌍용고속 주유소 주유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229-8 김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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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S-Oil㈜ 새안양 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1-7 정승기

48 S-Oil㈜ 불암 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366-8 윤종완

49 S-Oil㈜ 계명 주유소 주유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272-4 김동배

50 S-Oil㈜ 후평 주유소 주유소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702-5 이경숙

51 S-Oil㈜ 태인 주유소 주유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160-5 김종식

52 S-Oil㈜ 목림 주유소 주유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140-1 공 웅

53 S-Oil㈜ 삼성 주유소 주유소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99-4 이병열

54 S-Oil㈜ 서울 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7-12 최무웅

55 S-Oil㈜ 동서고속 주유소 주유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99-2 김경환

56 S-Oil㈜ 동일 주유소 주유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548 정상국

57 S-Oil㈜ 시티 주유소 주유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7-12 송정금

58 S-Oil㈜ 삼정 주유소 주유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290 서정준

59 현대정유㈜ 율곡 주유소 주유소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854 김정호

60 현대정유㈜ 신도시 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2 오 재

61 현대정유㈜ 대구현대 주유소 주유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552 정도

62 현대정유㈜ 신시가지 주유소 주유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68-5 이용태

63 현대정유㈜ 정자현대 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874-7 민선규

64 현대정유㈜ 드림 주유소 주유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7-1 박태규

65 현대정유㈜ 신대전 주유소 주유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9-83 장준수

66 안풍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흥지동 126-1
김효전외 

3명

67 SK 여의도 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26 허호준

68 SK 여의도2 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48-1 양삼석

69 SK 만남의광장 주유소 주유소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44-2 정시열

70 SK 송죽동 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00-5 유홍태

71 SK 중랑교 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2동 207-22 박창섭

72 LG-Caltex정유㈜ 인천국제공항 주유소 주유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172-1 이용덕

73 LG-Caltex정유㈜ 서일 주유소 주유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14-5 박종구

74 LG-Caltex정유㈜ 수지만당 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237 이용규

75 롯데백화점 잠실점 백화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이재현

76 롯데백화점 강남점 백화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937 윤정한

77 롯데백화점 등포점 백화점 서울특별시 등포구 등포동 618-496 구자

78 롯데백화점 일산점 백화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84 강동남

79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등포점 백화점 서울특별시 등포구 등포동 4가 434-5 곽 수

80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미아점 백화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25-2 이재우

81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마산점 백화점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10-3 최성호

82 (주)뉴코아백화점 강남점 백화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1 박을규

83 (주)뉴코아백화점 평촌점 백화점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40-1 이상범

84 (주)뉴코아 킴스클럽 강남점 할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2 유무용

85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간석점 할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 김인기

86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김포점 할인점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92 유창곤

87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작전점 할인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48-7 이무신

88 (주)LG홈쇼핑 TV홈쇼핑 서울특별시 등포구 문래동 6가10 최 재

89 롯데관광개발(주) 여행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211 김병기

90 (주)국일여행사 여행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8-3 우종웅

91 (주)명문여행사 여행사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406-11 안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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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에치티에치 본사 택 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28-9 김규상

93 대한통운(주) 서울택배지점 택 배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1동 632 김경찬

94 대한통운(주) 대전지사 택 배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00 김주회

95 대한통운㈜부산택배지점 택 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1188-1 길경범

96 가나안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54-9 김부용

97 한도관광(주) 수안보파크호텔 호 텔 충청북도 청주시 상모면 온천리 838-1
김 신, 

김해윤

98 (주)벽제외식산업개발 방이점 외식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05-8 김 환

99 (주)신천산업 진전문대학사업장 단체급식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32-8 박진환

100 (주)LG MRO 엘지트윈타워 빌딩관리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

타워
김태오

101 교보자동차보험㈜ 보 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

워8층
신용길

102 현대백화점 미아점 백화점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20-1 이 화

103 현대백화점 부평점 백화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 311-151 홍 수

104 ㈜호텔신라 면세점사업부 백화점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2
허태학, 

정준

105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등포점 할인점 서울시 등포구 문래동 3가 54-1 이성철

106 (주)하나투어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 한미빌딩 12층 박상환

107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H&S 현대드림

투어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평동 149-1 서진빌딩 이광균

108 ㈜세중 여행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빌딩 

19층
천신일

109 ㈜자유여행사 여행사 서울시 중구 다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 심양보

110 ㈜리치웨이클럽 여행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호 동아빌딩 

10층
조성우

111 대한통운주식회사 본사(택배부문) 택 배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12 곽 욱

112 ㈜호텔신라 서울호텔사업부 호 텔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2
허태학, 

김인

113 ㈜호텔신라 제주호텔사업부 호 텔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3039-3
허태학, 

성 목

114 파라다이스 오림포스 호텔 호 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3-2 김인학

115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호 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408-5 강 국

116 한화국토개발㈜ 한화리조트/해운대 콘도미니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0-3(5-2블럭) 윤성근

117 금호개발㈜ 금호설악리조트 콘도미니엄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95-4 박현구

118 금호개발㈜ 금호화순리조트 콘도미니엄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옥리 510-1(화순온

천관광단지)
양춘식

119 ㈜이목 배나무골 뱅뱅사거리점 음식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3 대신증권빌딩 

지하1층
장현성

120 동경㈜ 송추가마골 의정부점 음식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42-2 김재민

121 ㈜용수산 청담점 음식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 김노수

122 ㈜롯데리아 본사 프랜차이즈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98-6 이철우

123 교촌 에프앤비㈜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15-8 권원강

124 ㈜대대푸드원 바비큐보스치킨 프랜차이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6-11 남동공

단 100B-12L
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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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너시스 닭익는 마을 프랜차이즈 서울시 송파구 문전동 15-25 제너시스빌딩 윤홍근

126 ㈜제너시스 BBQ 프랜차이즈 서울시 송파구 문전동 15-25 제너시스빌딩 윤홍근

127 삼성화재해상보험㈜ 본사 보 험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이수창

128 삼성화재해상보험㈜ 보상서비스본부 보 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 김정기

129 삼성화재해상보험㈜ 수도권사업본부 보 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최 일

130 삼성화재해상보험㈜ 지방사업본부 보 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5-22 곽은호

131 삼성화재해상보험㈜ 고객콜센터 보 험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50 남재호

132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본사 보 험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43 진 욱

133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서울사업본부 보 험 서울시 중구 남창동 169-2 홍석재

134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지방사업본부 보 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10 김주묵

135 알리안츠생명보험㈜ 본사 보 험
서울 등포구 여의도동 45-2 알리안츠 타

워

미셀깡뻬

아뉘

136
알리안츠생명보험㈜ 강원경기지역

업본부
보 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3 알리

안츠빌딩
김길종

137
알리안츠생명보험㈜ 남지역 업본

부
보 험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범천1동 862-1 알리

안츠 생명
김광호

138
알리안츠생명보험㈜ 충청호남지역

업본부
보 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21-12 알리안

츠빌딩
정명수

139 푸르덴셜생명보험㈜ 보 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타워

제임스 

최 스팩

만

140 외환신용카드㈜ 신용카드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백운철

141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병 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 125-5 송재승

142 강북삼성병원 병 원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 박정로

143 대구파티마병원 병 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302-1 박제윤

144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병 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이경식

145 동아대학교의료원 병 원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손성근

146 전북대학교병원 병 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1 고재기

147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병 원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83 이승광

148 동아병원 병 원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7-11 박일성

149 두손병원 병 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 황종익

150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병 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1-4 노성일

151 연세모아병원 병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통동 947-2 양오승

152 의료법인 세창의료재단 우성병원 병 원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9-3 임우성

153 운경재단 곽병원 병 원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18 곽동협

154 명경의료재단 꽃마을한방병원 병 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5 강명자

155 삼성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 테마공원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 박노빈

156 ㈜엘지 엠알오 엘지 강남타워 빌딩관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김태오

157 서일석유㈜ 서일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6-24 한진우

158 서일석유(주) 갈현주유소 주유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134-6 한진우

159 서일석유(주)오거리주유소 주유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4-33 한진우

160 서일석유(주) 수정주유소 주유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0-28 한진우

161 서일석유㈜ 한진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319-2 한진교

162 서일석유(주) 서광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243-5 한진우

163 서일석유㈜ 현대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9-152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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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서일석유㈜ LG대방주유소 주유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83-9 한진우

165 서일석유㈜ LG군포주유소 주유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07-3 한진우

166 ㈜봉쉐르 샹제리제웨딩홀 예식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47 샹제리제센터 양미경

167 한국인포데이타㈜본사 텔레마케팅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367-17 이정훈

168 ㈜한국농수산방송 TV홈쇼핑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이효림

169 ㈜한국농수산방송 eshop
인터넷쇼핑

몰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2 이효림

170 ㈜아이쓰리샵
인터넷쇼핑

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4-1 진종욱

171 오라관광㈜제주그랜드 호텔 호텔  제주도 제주시 연동 263-15 김부경

172 CJ GLS㈜본사 택배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24-6  박대용

173 이사컴 이사서비스㈜서해정보물류 포장이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49-12 신현우

174 ㈜신세계푸드시스템 본사 외식서비스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56-85 김성호

175 까르네스테이션 마포점 외식서비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2 김성호

176 ㈜신세계푸드시스템 온세통신 사업장 단체급식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4-2 지방재정회

관 B1
김성호

177
㈜신세계푸드시스템 도래이새한 사업

장
단체급식  경북 구미시 인수동 93-1 김성호

178
㈜신세계푸드시스템 신세계백화점 마

산점 사업장
단체급식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10-3 김성호

179
㈜신세계푸드시스템 삼보컴퓨터 안산

공장 사업장
단체급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5-1 김성호

180
㈜신세계푸드시스템 한독약품 음성공

장 사업장
단체급식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 김성호

181 대덕대학 대학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48  한숭동

182 안세병원(척추전문병원) 병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9   안동원

183 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 병원  강원도 원주시 인동 264-21      안재홍

184 인산의료재단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병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496-28 이병관

185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서비스  경기도 과천시 시민길 11(중앙동 6-2) 홍 식

186 ㈜우리홈쇼핑 TV홈쇼핑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12
정대종, 

이통형

187 우리닷컴
인터넷쇼핑

몰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12

정대종, 

이통형

188 쌍용화재해상보험㈜ 보 험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60  이진명

189 ㈜한화유통 갤러리아 명품관 백화점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7 김정

190 ㈜한황유통 갤러리아 패션관 백화점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7  김정

191 한국인포데이타㈜ 충남지사 텔레마케팅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30 이관호

192 한국인포데이타㈜ 충북지사 텔레마케팅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1 김홍희

193 한국인포데이타㈜ 전남지사 텔레마케팅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2-4 윤주선

194 한국인포데이타㈜ 전북지사 텔레마케팅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1가 1274-1 박재근

195 한국인포데이타㈜ 대구지사 텔레마케팅  대구 북구 고성3가 103 고봉근

196 한국인포데이타㈜ 부산지사 텔레마케팅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5-1    박현오

197 한국인포데이타㈜ 제주지사 텔레마케팅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643번지    이인수

198 경남정보대학 대학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167번지 김호규

199 ㈜현대홈쇼핑 TV홈쇼핑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49 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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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Hmall.com 인터넷쇼핑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49 강태인

201 ㈜호텔롯데 롯데월드 테마공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1 오용환

202 농협하나로클럽 창동점 할인점  서울시 도봉구 창4동 이향규

203 ㈜투어익스프레스 여행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31 은경빌딩7층 장연상

204 ㈜놀부 외식서비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8      김순진

205 AIG생명보험 한국지점 보 험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9층 트레버 불

206 동양화재해상보험㈜ 보 험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25-1  정건섭

207 (사)한국물가정보 시장조사  서울시 중구 무교동 1번지 효령빌딩 13층 노 현

208 대신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15-8 이석진

209 ㈜한화유통 갤러리아 수원점 백화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 김정 

210 ㈜티.엔.티 익스프레스 택배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87-8 김중만

211 ㈜범한여행사 여행사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23-3 여성구

212 ㈜대교 산청(상)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71-7 조규일

213 ㈜대교 산청(하)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68-7 조규일

214 ㈜카이스 시스템 교육기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7-5, 카이스시

스템빌딩
최창호

215 ㈜KT 초고속통신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이용경

216 ㈜KT 서초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01-1 김남식

217 ㈜KT 안양지사 초고속통신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0-2 김종각

218 ㈜KT 원효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1-2 오완근

219 ㈜KT 강북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강북구 미아9동 127-7 이윤행

220 ㈜KT 화곡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893-1 송중근

221 ㈜KT 구로지사 초고속통신망  서울시 관악구 신림8동 1660 노 창

222 ㈜KT 인천지사 초고속통신망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520-3 배병윤

223 ㈜KT 수원지사 초고속통신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동 306-1 최원복

224 서울보증보험㈜ 보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

보험빌딩
정기홍

225 대한화재해상보험㈜ 보험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이준호, 

손 호

226 ㈜한화유통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점 백화점  충남 천안시 신부동 354-1 김정

227 ㈜동양백화점 백화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36 김정

228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콜센타 텔레마케팅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5 임정재

229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하종선

230 대한지적공사 공기업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45(의사당로141) 공민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