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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ESG 평가기관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굴하여
ESG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컨설팅기관 및
신용평가기관 등은 ESG 전담부서를 신설·확대하여 ESG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ESG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TRUST STORY>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ESG 이슈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글로벌 트렌드, 정부의 추진전략을 정리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ESG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KCL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
부문별 ESG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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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현황 및 동향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를 통칭하는 것으로 2004년 <UN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 금융’을 불러왔고, 최근에는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ESG가 부각되었다. 이
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가 2020년 1월 발표한

최근의 ESG 투자에 대한 세계적 동

연례 서한에서 향후 투자결정의 기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고 언급하면서 ESG는

향을 보면 2020년 기준 USD 35.3조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게 되었다.

에 달하며 이는 2018년 대비 15% 증

이와 같은 동향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장기적인 투자 리스크로 보고 투자결정 요

가한 수치다. 그리고 미국과 EU의 글

최근 전 세계는 ESG로 대변되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인으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지속가능성이란 오늘의 성장을 위하여

로벌기업을 중심으로 개별기업 차원으

기업들은 ESG 경영평가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래의 성장동력을 파괴하지 않는 것으로 래리 핑크의 언급을 도화선으로 ESG라는 경

로 ESG 경영을 선언하고, 이들은 협력

ESG 경영 평가기준과 절차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

영전략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을 견인하고

FOCUS

국제수준의 제도 확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은 부품공급업체에게 재생에너지로 제조하기를 요구하거나, 홈디포는 연간 2.1%
씩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2035년까지 최종 50%를 감축할 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사
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 특히 글로벌기업들이 투자자
의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실현해야 하며, 이것을 제대로 실
현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ESG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ESG 법제화 논
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선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ESG 법
제화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기술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 분야를 중심으
로 미국과 EU는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이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
매우 심각한 무역기술장벽으로 대두될 것이다.
EU는 기후대응법안 패키지(Fit for 55 Package)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초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 EU의회가
공개한 수정안에서는 초안에서 제시한 5개 적용품목(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을 9개(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추가)로 확대하였고, 전면 도입시기를 2026
년에서 2025년으로 1년을 앞당기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CBAM상 탄소배출 범
위의 경우 초안에서는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만 포함했지만, 수정안
에서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했다. 한편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키스톤 송유관 건설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석유·천연가스 시추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연방정부의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보조금 중단과 같은 것이다. 또한 2030년 판매 신차의 50%를 무공해차로 의무
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SG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인정받
는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과 검사·인증의 결과가 기업의 ESG 경영 실천에 대한 투명성
을 보여주는 것이 되며, 이것이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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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험인증기관들은 ESG 인증에 있어서

9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신뢰는 우리나라의 시험기관들과 국제적 시험기관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ESG 경영과 시험인증평가

ESG 경영 전망과 시험인증기관의 역할

현재 기업들은 ESG 경영이슈에서 평가에 대한 대응을 가장 많이 논의하고 있다.

최근의 핵심 투자테마는 단연 ESG이다. “펀드시장 가뭄에도 ESG에는 돈이 몰린다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은 기업이 경영과정에서

(한국경제)”, “ESG가 기업성패 갈라(매일경제)” 등과 같이 ESG가 기업의 뜨거운 이슈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부분을 모두 감안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국내외의 ESG 규제강화는 기업에 발등의 불로 떨어지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ESG 평가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ESG 활동 및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ESG에 대한 평가는 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기업 재무성과와의 명확한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지적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장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평가기

ESG 평가제도의 한계는 ① ESG 관련 불완전한 정보 인프라 ② 일관성 없는 평가범

준이 없기 때문에 ESG에 대한 평가는 시험평가기관의 명성과 신뢰성에 의존하고 있

주 ③ 통일성 없는 지표 ④ 불명확한 상관관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그러다 보니 기관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도 모호하기까지 하다. 예를 들

현행 ESG 평가는 공시사항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평가결과의 공신력이 떨어지

어 영국의 민간기업인 카본 트러스트는 2007년 세계 최초로 탄소발자국 라벨을 출시

고, 사업자체보다는 사업모델을 평가하는 관행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친환경적이지

하면서 국제표준인 ISO 14067, PAS 2050 등을 적용하였다. 반면 미국의 대표적 민

않지만 환경적인 것으로 포장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

간 안전시험기관인 UL은 Environmental Production Declaration(EPD)을 운영하

려된다. 아울러 ESG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평가대상을 범주화하기 어려움을 겪고

면서 적용표준을 ISO 14067과 자체 제품군별 산정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있다. <표 1>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ESG의 주요 범위이다. 이외에도 주요

인해 동일기업에 대한 평가가 평가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가 상이하여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평가기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

의 의견이 상당 부분 불일치를 보이고

기관이 기업의 실천을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ESG 경영에 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평가는 신뢰성이 높은 기반구조를 구축하는 것으

한 적합성평가 절차가 적절히 갖추어지

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전과정 평가(LCA) 수행을 위해 생산에 투

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되는 원료물질(소재), 인프라(에너지원, 수송 등)와 같은 기초정보에 대한 모든 투

시험인증기관의 적합성평가 는 현재

입물과 배출물 데이터를 수집·계산하여 목록화 시킨 데이터베이스를 LCI(Life Cycle

ESG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이루어지

Inventory) DB라고 한다. EU는 EU PEF(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제

기는 어렵다. 물론 ESG 분야와 관련된

도 활성화를 위하여 LCI DB 네트워크를, UNEP(UN Environmental Programme)

국제표준이 있지만 이들이 지금 뜨겁게

에서는 글로벌 LCI DB 네트워크인 GLAD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논의가 되고 있는 ESG 이슈를 모두 대

반면 우리나라의 LCI DB는 구축시점이 오래되어 신뢰도가 낮고, 확보하기 어려운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험인증기관

LCI DB 정보는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여 해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탄소배

과 관련된 가장 현실성 있는 분야는 환

출량에 대한 검증기준이 강화될 경우 데이터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

경에 관한 것일 것이다.

을 안고 있다. ESG 경영평가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는 ESG 투명성의

시험인증기관의 적합성평가는 비교적

기본적인 요소로서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절차가 잘 갖추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ESG 관련 인증을 받아도 해외에서 그 결과를 수용할지

졌지만, 탄소발자국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적합성평가는 적절한 표준이나

<표 1> ESG의 주요 범위					

평가기관의 동등성 확보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환경(E)

ESG 경영의 실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탄소발자국, 기후변화 사건에 대한 취약성

자연자원

에너지 효율, 물 효율, 토지사용, 원자재 수출

환경오염·쓰레기
기회와 정책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시험인증 분야에서 확립되어야

기후변화

사회(S)
지배구조(G)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험인증기관들은 ESG 인증에
자료 : IMF(2020)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녹색건물, 환경·종 다양성
직장건강 및 안전, 노동자 참여, 노동관행(임금, 근로조건)

생산책임

생산물 안전·품질, 고객 신분보호 및 데이터 보안, 상품접근성

기업행태

국제적 신뢰는 우리나라의 시험기관들과 국제적 시험기관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국

독성물 배치, 대기 질, 폐수관리, 위해물질 관리

인적자본
기업 지배구조

있어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 구조·책무, 경영진 보상, 회계·공시 관행, 주주권리
부패관리, 경쟁행위, 세금·특수관계자 거래 투명성

강병구
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이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이사직과
표준안전인증학회장을 맡고 있다.
국가기술 표준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을 역임한바 있다.

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탄소발
자국, 물발자국 등 ESG 관련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수준의 제도 확립을 위한 시
험인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이라고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표준
화기구에서의 표준제정 과정에 우리나라의 시험인증기관들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 산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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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경영 상식이 된 ESG

ESG 경영 주요 트렌드와
기업의 대응전략

최근 한국에서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도 ESG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ESG 개념과 중요성을 설
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으나 어느새 기업 경영의 상식이 되었다. 그리
고 이제는 공공조직도 ESG 위원회를 만들고, 공공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ESG 관
점으로 재편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영리조직은 어떠한가? 기업과 사회공헌 사업

“조직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TREND
ESG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존속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최근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ESG 주요 트렌드와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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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기를 원하고,
신뢰는 올바른 일을 하는

을 하는 조직과 공공과 협력하는 비영리조직 또한 ESG를 배우는 데 열심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300대 기업의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최근 ESG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 기
업 중 81.4%는 지난해 대비 ESG 관련 사업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고, 88.4%는

회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며,

ESG 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82.6%는 ESG 전담부서

이것의 중심에는 좋은 리더십과

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 중앙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시작되는
명확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하워드 쇼(Howard Shaw)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ESG
공시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공시토록 했고, 올해
부터는 자산 1조 원 이상까지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됐다. 그리고 2026년에는 모든 코
스피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 관련 기회와 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 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 노력 등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금을 조달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의 방법도 바뀌기 시작했다. 작년
보다 열기가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ESG 채권을 발행하여 환경과 사회에 이로움을 만
드는 곳에 사용한다든지, 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관련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

국내외 ESG 경영의 현실

의 ESG 채권 발행을 지원하거나, 건설업계도 친환경 바람을 타 적극적으로 ESG 채

중 소벤처기업진흥 공 단 에서 중 소 기업

권을 발행하여 친환경 건축물 공사와 환경기업 인수,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하고

1,000개 사 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

있다. ESG 펀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1년 말

ESG 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준, 전 세계 ESG 펀드 규모는 2조7,443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66%나 증가했다.

58%의 기업이 ‘ESG 경영 준비가 필요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펀드시장은 에너지와 같은 실물자산 관련 펀드와 미국과 유럽

다’라고 응답했으나, ‘ESG 경영이 준비됐

등 선진국 주식시장의 글로벌 ESG 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성장했다. 특히 코

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25.7%에 그

로나19를 거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

쳤다.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어

업이 발전하면서 에너지전환 테마펀드 운용 규모가 커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

려운 이유로 비용부담(37.0%), 인력부족

럼 어느덧 ESG는 이제 섹터와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사용하는 상식적인 단어

(22.7%)과 기타 가이드라인 부재, 필요

가 되었다.

성에 대한 확신 부족, 복잡한 ESG 기준
등을 꼽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중소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
업 역시 ‘ESG에 대한 전문성 부족(37.6%)’과 ‘전문인력 미비(10.8%)’가 가장 큰 장애물
이라고 했다. 또한 ESG 경영은 공시활동이 필수인데, ESG 공시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72.1%에 이르는 등 ESG가 기업 경영활동의 제약이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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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2019년 10월, 6개의 NGO는 프랑스 최대 에너지기업인 토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토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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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말뿐이 아닌 성과를 내는 ESG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간다에서 진행하는 틸렝가(Tilenga) 프로젝트 중, 원유 시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토지를 강압적으로 취득하고 환경

첫째, ESG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각 회사가 ESG 경영을

오염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법원은 토탈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결국 토탈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생물다양성

도입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ESG 경영은 아직 국내외 대기업과 상장사 중심으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도 감독기구의 관리를 받으며 진행했다. 이 같은 NGO의 기업에 대한 견제는 프랑스가 2017년에

거론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거래하거나 수출하는 중소기업 역시, ESG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 때문에 가능했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이 원료나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ESG의 각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개선할 수

그리고 올해 2월, EU 집행위원회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EU 지역에 있는 기업 중 약 1%에 해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숙련이나 충분한 이해, 그리고 많은

당하는 9,400여개 기업이 바로 적용되는 지침으로, 역내 기업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를 상대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좋은 ESG 평가를 받

탄소중립 준수와 생태계 교란 등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으려고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ESG라는 잣대를 가지고 회사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작업장의 안전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기준을 국가별로 수립도록 했

꾸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 EU는 당장 적용받는 그룹1과 2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그룹2로 구분하고, 일단 중소기업은 배제했다(이로 인해 기업

셋째, 이왕 ESG 경영을 도입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에 유리하게 적용한 소극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룹1은 임직원 500명 이상, 연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쉽지 않은 일이다. 환경과 사회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인 거

2,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을, 그룹2는 섬유, 가죽 제조, 의류, 농업, 임업, 어업, 농산물 및 목재 도매, 축산, 음식료

버넌스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못할 일도 아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궁극적으로 ESG 영역의 모든

업, 광물 추출 및 제련, 중간 광물 제품의 도매 등 고위험 섹터의 임직원 250명 이상, 매출 4,000만 유로(약 540억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만 하는

원) 이상 기업이 해당한다. 이처럼 ESG 경영을 하려는 기업은 역량과 인력의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각 국가는
ESG 경영을 필수로 하도록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것부터 하나씩 할 필요가 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를 통해 ESG 경영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ESG 경영은 우리가 하고 싶

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직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기업이 만드는 ESG 이슈에 비례하
ESG 경영은 기업의 브레이크, 핸들 그리고 리부트
과거 기업에 주어진 지상과제는 이윤 창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기업이 지구와 환경, 다양한 사회구성

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을 통해 성과와 미흡
한 것을 공유하고,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원과 사회적 자본을 숙주로 삼아 생명을 유지하는 유기체임을 망각하게 했다. 이 결과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경영진의 관심이 중요하다. 2021년 8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ESG 모범규

가리지 않고 재무적 성과를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조직이 되었다. 2018년 미국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

준에서도 최고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ESG 경영이 조직 내 작동되고 뿌리를 내리려면 경영진의 실천의지 표

하는 기업에 대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명과 실천이 필수라는 것이다. ESG 경영은 경영자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기 때

는 181명의 경영진이 모여 더는 주주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을 해야한

문이다. 지난해 제정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인증시스템인 ISO 37301의 개발을 주도한 하워드 쇼(Howard Shaw)

다는 내용이 담긴 ‘기업의 새로운 목적’을 선언했다.

ISO 기술위원회 의장이 “조직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신뢰는 올바른 일을 하는 회사문화를

흔히 자동차의 성능을 설명할 때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멈추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기반으로 하며, 이것의 중심에는 좋은 리더십과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시작되는 명확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

ESG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과도한 경쟁으로 멈추는 방법을 잊은 기업에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돕는

조한 것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핸들 역할을 하며, 문

현시대는 투자자와 기업에게 ESG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와 같은 요구는 예전부터

제가 있는 조직의 경우, 재정비를 위해 과감히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리부트(재시동)의

있었지만, 지금의 요구수준은 과거와 다르고 기업이 체감하는 정도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ESG가 한순간의 유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에 해오던 경영활동이 올바른지 속도를 줄이고 되돌아보며 주위의 이해관계자를 살펴보는
지, 비즈니스 목적의 전환을 위해 기존 관성력을 이겨낼 만큼의 핸들을 돌리고 있는지, ESG 경

행으로 그칠지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일시적인 것은 아
니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면 기업은 어떠해야 할까? 어차피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해서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
력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영의 내재화를 위해 다시 태어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리부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요즘,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좋은 세상’보다 ‘옳은 세상’이 먼저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기업은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해 왔다.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승자독식의 기쁨을 누리고자 했다. 이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도태되지 않으려 노
력해 왔다. 하지만 ESG 경영은 좋은 세상이 아닌, 옳은 세상을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
한다. 투자자가 쏘아 올린 ESG 경영, 이제는 민간과 공공, 비영리가 말하는 공용어가
되었다.

김민석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책임, ESG 등을 연구하는
지속가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준법경영인증원 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명지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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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가이드라인 구성

기업의 지속가능성
K-ESG 가이드로

정보공시(5)
• ESG 정보공시 방식・	
주기・범위 등

환경(17)

사회(22)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 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
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
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확인해볼까

ESG 규율 강화, 기업 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 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해진 상황
이다. 하지만 ESG 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ESG 경영을 준비하고 평가에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정리하여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다.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국내 ESG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첫 출발점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K-ESG 가이드라인’을 발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준을 제시하는 ‘점검기준’ 등으로 구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문항으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ESG 현황과 수준을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

로 구성했다.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과 국내 제도에

진단해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뿐 아니라 국내 ESG 평가

족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시간 등 어려움으로 ESG 경

어졌다.

서 중요시 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기관에서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기존 평가

영 도입에 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주요 13개 ESG 평가기관과 공시기준(DJSI, MSCI,

제시하였다. 기업과 평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

기관 뿐 아니라 신생 평가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어 평가시장의

현재 국내·외 600여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EcoVadis, Sustainalytics, WEF, GRI 등)에서 제시하는 3,000개

도록 진단항목별 추가설명, 용어정리, 참고자료 등 최대한 구체

투명하고 성숙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서 각각의 평가기준, 평가방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상의 ESG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고, 61개 ESG 이행과 평

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우리 기업에게 ESG 경영의 주요 핵심요소

더욱이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기관마다 고유한 평가 프로세

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진단 항목 정의서는 진단 항목의 목적·내용·방법 등을 함축적으

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는 취지에

스, 지표, 측정산식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

로 제시하는 ‘항목설명’, 항목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원

서 개발된 것으로, ESG 경영 방향과 주요 평가요소를 우선 제공

입장에서 일관된 평가 대응체계를 수립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

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천, 데이터 기간, 데이터 범위, 데이터 산식을 제시하며 해당 자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성과점검’, 성과점검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별·기업 규모

에서 확인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진

별 가이드라인도 2022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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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이 그리는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
세계적 이슈인 ESG 경영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1989년 있었던 ‘엑슨발데즈호 기름유출사건’에서 기인했다.

ESG 서비스

미국의 정유회사인 엑슨모빌의 유조선 엑슨발데즈호가 암초에 부딪혀 알래스카 해안에 기름을 유출시켰던

KCL이 기업의 ESG 경영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업들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ESG는 투자

사업 발굴에 나섰다. ESG 기반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시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된 것이다.

인증기관으로 도약하고 기업의 ESG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KCL이

ESG 이슈는 굴지의 기업들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영방식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실익을 얻기 위해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의 관리를 요구하

사고인데,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1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슨모빌은 당시 재무적 가치가 매
우 좋은 회사였음에도 이때 발생한 재무적 손실이 기업가치 하락과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적인 요소와 더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도

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받는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같은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테슬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굴지의 기업들이 인권법률 구호단체 국제권리변호사회(IRA)
로부터 코발트광산의 아동노동으로 인한 어린이 인권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들 기업은 자사 뿐 아니
라 협력사의 공급망에 대해서도 ESG 현황을 조사하고, RE100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같은 요
구를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나가기 위한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인식하여 신속한 진입이 필요하다. AIGCC(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글로
벌 연기금 및 운용사 협의체)의 레베카 미쿨라 라이트 국장이 “ESG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면 다방면의 리스
크를 파악할 수 있어서 사회와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수익을 주
고, 기업의 재정수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처럼 ESG가 실질적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ESG 도입 국내외 동향
대기업은 미래 경영 환경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외 ESG 평가는 도입 초기단계이다. 더욱이 평
가등급이 상이하여 대기업도 대응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ESG를 비생산적 투자요소로 인식
하여 아직까지는 대응이 미온적이다.
정부는 국내 ESG 도입과 성장을 위해 정책을 강화하는 기조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 ESG 경영공시
확대(’21.3.), 2050 탄소중립 목표 상향(’21.5.),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1.5.),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
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21.8.) 등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ESG 도입 확산
을 위해 ‘K-ESG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글로벌 동향에 비하면 초기라고 볼 수 있다.
ESG 글로벌 산업 동향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협력업체 전체로 ESG 경영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협력사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노동, 인권침해 등을 타겟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
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ESG 관련 규제 및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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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국가별 ESG 정책 동향
국가

정책

동향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별 ESG 펀드가 추구하는 ESG 전략 및 목표에 대한
명시 의무화

유럽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ESG 공시 제도 도입 및 의무화 확대
•ESG를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금융분류체계(EU Taxonomy)’ 기준 수립
•향후 조건 미달 시 투자활동은 사실상 금지될 전망

ESG 의무화 확대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ESG 규제
•기업들에게 사회, 정치, 환경 분야에 신용등급을 부여

ESG 규제화 추진
(확대 추진)

일본

•ESG 채권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들의 시장 참여 유도
•ESG 채권 발행 기업에 외부 인증비용과 컨설팅 수수료 등 관련 추가비용 지원

국내

•지배구조보고서 보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K-ESG 한국형 가이드라인’ 마련 및 ‘ESG 인프라 확충방안’ 발표
•공공기관 ESG 규제 및 실적 보고기준 강화 추진

ESG 의무화

 ESG 참여 유도
(정책 지원)
ESG 기준 마련
(도입 초기 단계)

KCL의 ESG 지원방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제3자 적합

<표 2> KCL-ESG 서비스 개요

성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으로 선도
적으로 ESG 기반 서비스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
정이다.
KCL은 ‘환경(E)’분야의 친환경 제품 인증 시험, 건축재
료·가구·전자제품·자동차 내장재 등의 유해물질 평가시

E

• 친환경·저탄소 시험·인증, 폐기물 분석, 재활용 평가, 국제통용발자국 검증제도, 친환경 인증, 국내외
EPD 인증, LCA 보고서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S

• 건설안전, 화재안전, 전력·운송안전, 산업·플랜트안전 등 안전보건 시험·인증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G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험, 환경성적표지 인증 등에 강점이 있다. 또한 사회(S)’
분야의 건설재료 시험평가, 지진·구조안전 시험평가 등
과 같은 건설안전 분야, 건축실물화재 시험평가, 이차
전지(ESS, 자동차배터리), 전기전자제품 등의 전기화재
시험평가 등의 화재안전 분야, 철도시설 및 기자재 안

ESG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예로 UL과 ‘기업의 ESG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 성능평가,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안전성 평가 등의 전

친환경건물, 건설자재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 개선을 위한 ESG 기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력·운송 안전 분야, 진동안전 시험평가, 기계·플랜트 금

계획이다. 특히 실내공기질, 수질, 위생, 빛 소음 등의 건축물 실내환경성을 검증할 수 있는 Healthy building

속 강도 내구성 시험 등의 산업·플랜트 안전 분야 등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ESG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ISO 14001(환경경영), ISO 50001(에너지

포함한 다양한 안전 분야 평가시험에 강점이 있다. KCL

경영), ISO 45001(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안), ISO 37001(부패방지), ISO 26000(사회적책임)의 기업

삼척에는 전기화재와 관련하여 ESS에 대한 화재평가를

지원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담으로 진행할 ESS 화재센터가 구축되고 있다.

KCL은 이와 같은 ESG 기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친환경성 확보, 경영 선진화 및 경

이러한 내부 시험 인프라를 이용한 지원 이외에도 업무

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생활 안전성 확보, 실내공기질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등

협약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게 폭넓은

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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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ESG 사업 수행

<표 3> KCL-ESG 기업지원 분야
구분

KCL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

제공서비스
•수질오염물질측정

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72억 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 제조 소기업으로 고탄소배출 10개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은 탄소수준진단, 심층 컨설팅 등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을 받거나, 시제품제작, 에너지 효율 향상시스템

시험·
인증

및 시설 구축, 진환경 저탄소 관련 인증 획득, 친환경 저탄소 제품 시험, 탄소저감 관련 설계 등의 기술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저탄소
시험·인증

환경마크,
친환경건축자재인증,
저탄소제품인증,
녹색건축물인증 등

•실내공기질시험
•토양오염도 검사
•인체·생태계 독성 시험
•친환경 관련 시험
•CE, BIFMA 시험 등

E

한편 KCL은 향후 확대되는 ESG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기술위
원회를 구성하여 산업 분야별 시험인증 기술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SG
대응 컨설팅 기술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설팅

ESG 국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폐기물분석(일반, 유해물질, 유기용제 등)

폐기물분석/재활용 평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친환경인증/
국내·외 EPD 인증

환경성적표지제도,
UL EPD,
Int’al EPD 등

-

LCA보고서/환경보고서

-

-

•재활용 환경성 평가

•건설재료 시험평가
•지진·구조안전 시험평가

건설안전

•창호 및 커튼월 구조안전 성능평가
•실내환경 인체유해 시험평가
•건축 실물화재 시험평가(외·내장재, 샌드위치 패널)
•건물 내화성능 시험평가(콘크리트 기둥·보, 방화문)

화재안전

S

시험·
인증

•전기화재 시험평가
•연소성능 시험평가(철도,자동차,플라스틱제품)

안전보건
시험·인증

•건물일체형 태양광_BIPV(구조안전시험)
•전동화 파워트레인 안전 성능평가

전력·운송안전

•철도시설 및 기자재 안전 성능평가
•도로안전 시설물 및 제품 시험평가
•유체이송관 안전·신뢰성 시험평가

산업·플랜트 안전

•진동 안전 시험평가
•기계·플랜트 금속강도 내구성 시험
•환기·공조시스템 및 필터 시험평가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

E
S
G

교육/
컨설팅

ESG 교육 지원
(ISO 기반)

경영시스템인증

•ISO 50001(에너지경영)
•ISO 27001(정보보안)
•ISO 37001(부패방지)
•ISO 45001(안전보건경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컨설팅

ESG 경영평가

•K-ESG 및 GRI Standard 등 국외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사업 문의

ESG 기업지원서비스 문의

이채미 선임연구원 02-3415-8819 clee@kcl.re.kr

이옥현 책임연구원 02-3415-8824 okhyun82@kcl.re.kr
박설희 선임연구원 02-3415-8766 mywindy0410@kcl.re.kr

이정수 수석연구원 02-3415-8896 jeungsoo@kcl.re.kr
이상준 책임연구원 02-3415-8854 sjlee@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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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도입을 위한

KCL 기술세미나

KCL은 ESG 경영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

•사업설명회 개최

그램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지역별 기술

- 의료기기 분야별 인허가 제도 발표(시험검사/기술문서/GMP 분야)

세미나를 다양한 품목에 맞춰 개최하고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실천할 계획이다.

- ESG 경영 국내외 동향·필요성 및 KCL 기업지원 방안 발표

체계화된 ESG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의료제품

돕고 ESG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나노소재/제품

생활·어린이용품
및포장재

기업별 소그룹 구성(의료기기 특성/ESG 수요조사 반영)

9월 말

•간담회 개최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2023년

•재활용의무대상(EPR) 및 과대포장에 대한 제도설명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관련 ESG 부문별 맞춤형 지원 및 R&D 방향발표

- ESG 부문별 맞춤별 지원 및 R&D 방향 안내

공기질 센서

•ESG 중 E(환경) 분야 필요성 발표/KCL과 주요기업의 협업방안

3월
7~12월
8월

6월
화이트바이오(생분해)/ •화이트바이오산업 분야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 화이트바이오산업 소재·부품산업 육성·확산 위한 국내외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건설폐기물(순환골재)

•ESG 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필요성 및 KCL 기업지원방안 발표
•공기질 센서 분야 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제·개정 설명회

나노소재/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국제규제 대응 컨설팅(시범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계 기업지원사업 개최

•「전안법」 및 「어린이법」에 대한 KC인증제도 및 안전기준설명

6월
28일

- 설문조사를 통한 ESG 수요조사

- 정책동향, 규제대응, 사례분석 등 기업애로사항 공유

수도권

23

7월

•화이트바이오산업 ESG 기술세미나
-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수요확대를 위한 인천형 인증체계 구축(안) 공유

9월
14~15일
12월

•전시회를 통한 스마트 LED 조명 분야 기업설명회 개최

스마트
LED 조명

- 국제 광융합 엑스포 참가(6월)
•스마트 LED 조명 분야 ESG 및 기술세미나 개최
- KCL의 ESG 지원/R&D 방향 및 기업지원 방안 발표

6~7월

- 스마트 LED 조명 융합 신기술 관련 기술세미나 추진(9월)

•인조잔디 KS표준 개정 및 시험방법 변경, 조달 관련 사항

인조잔디

•애로기술 토의/기술수요 조사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아이템 발굴
•ESG 경영 국내외 동향/필요성 및 KCL 기업지원방안

정수기
유통 및 포장

•정수기 관련 업체 ESG 동향·필요성
•국내외 정수기 관련 리사이클 및 환경개선 사례 소개
•국내외 포장규제동향 및 환경부 포장규제 대응방향
- ESG 경영 국내외 동향 및 필요성, KCL 지원방향
•PCR(소비후재생) PE, PP제품을 활용한 부표 및 어구 등의 성능기준 및

부표

해양수산부 지원방향
- ESG 경영 국내외 동향 및 필요성, KCL 지원방향

자원순환
(식품용기,
생활화학제품)
항바이러스/
방충

식품용기 및 생활화학제품 재활용 기술동향 및 방향 관련 세미나 개최

•ESG 관점의 항바이러스 및 방충소재 관련 개발방향 발표
: 기후변화, 환경규제, 생물다양성
•항바이러스 및 방충시험 분야 소재별 시험방법 및 기술동향 발표

•한국전자전(KES) 연계 기술세미나
- 3D프린팅 안전/표준/기술동향 및 강화된 조달기준 소개
- ESG 경영 국내외 동향/필요성 및 KCL 기업지원 방안

산업단지(인프라)

8월

8월

•IoT 기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현장 실증지원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지원 및 기술력 향상방향 지원

6월

: 건축용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창호의 태양열 취득율(SHGC)

6월

성능평가 방법

태양광/BIPV
내후성

에어필터/마스크

8월

ESG 관련 레미콘/아스콘 업체 세미나
•ESG 관련 국내규정(창호분야) 설명 및 에너지저감을 위한 설계기술 소개

창호

8월

단열재(단열소재)/
건설용 내진장치

•건물일체형 태양광 KS표준 개정 및 인증심사기준 분석
•국토부 화재안전강화 등 규제동향 및 보급지연 대비사항 분석
기후변화, 탄소중립, 내후성 분야 관련 기술교류 국제 세미나
에어필터/환기설비 ISO 표준화 개정동향, 국내외, 관련 고시 동향 발표

6월
7월,9월
8월

•ESG 경영 국내외 동향·필요성 및 ES 인증 KCL 기업지원방안 안내
•ESG 관련 기술교류 및 기업지원
- 화재 관련 건축법 시험규정 강화로 인한 시험방법 변경사항 현황 설명회 및 기술 교류

9~10월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시설물을 위한 구조부재 관련 시험규격 현황 기술 교류

8~10월

사용 후 배터리

•국내인증/규제동향 및 KCL 기업지원방안 발표

3D프린팅

콘크리트/아스콘 등

K
SE
C
M
L
IN
A
R

- 스마트조명 KS표준 재개정 방안에 대한 기술세미나 추진(12월)

충청권

•사용 후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동향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응용제품 성능 및 안전성평가 표준화 동향

6월,12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동향 및 사업화 방안

9~10월

전라권

10월

콘크리트/아스콘 등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ESG 관련 레미콘/아스콘 업체 세미나

7월

플라스틱 자원화 관련 업체 ESG 경영동향 세미나

9월

ESG 관련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및 복합소재 개발기술 세미나

8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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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이 수행하는 시험인증 서비스는 ESG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경영시스템인증과 국제통용 발자국검증이 대표적이다. 또한 탄소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친환경 저탄소 시험인증을 비롯해
건설과 운송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시험인증 서비스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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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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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영

건물형 태양광 확산,

안전성과 외관 디자인이 핵심

성능
시험평가

국내 태양광은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와 정부의 보급정

공사에서는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는

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했으나, 3㎿ 이상

데, 사용 전 검사 시 지붕형 BIPV인 경우에는 외부환경

신규발전 허가는 2019년 4GW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및 기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능을 갖추어야 하

있다. 그 이유로는 원·부자재 가격 부담, 설치 공사비 상

며 내풍압·방수·분포압 강도 등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승, 발전소 용지 부족, 인·허가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 사

있다.

실 태양광은 부지만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해

이에 따라 관련기업은 내화성능과 건축물 안전 측면에

당 토지가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일조량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건물형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이 적절해야 한다. 경관 훼손, 환경오염 방지 등에 대한

는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성능평가 요구

검토와 인근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전력 사용량이

사항을 통해 성능 및 내구성을 검증하고, 건축 외장재의

많은 도심지로 갈수록 발전소 설치는 더욱 어렵다.

화재성능 시험방법인 KS F 8414 건축물 외부 마감시스

반면 건물형 태양광은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에 태양

템의 화재성능 시험방법,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능 등 적

광 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별도

정한 시험표준을 적용하여 화재안전과 구조안전성이 검

의 부지가 필요 없고 도심지 설치가 가능하여 태양광 보

증되어야 한다. 심미성 부분도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태

급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건물형 태양광은 건물일체

양광 모듈은 결정형 실리콘을 사용하여 색상이 검푸른

형(BIPV, Building Integrated PV) 방식과 건물 부착형

계열로 단순하고 바둑판 무늬를 띄고 있어 건축물 디자

(BAPV, Building Attached PV)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인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색을

중 BIPV는 건축 외장재와 일체화하여 외장재 기능과 전

구현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이 속속 개발되면서 BIPV 적

기생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제로에너지

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투광형 태양광

건축물 의무화 등의 정책에도 맞아 떨어진다. BIPV가 도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졌다.

심의 전력 공급원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심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다양한 BIPV 제품

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한다. 화재안전·방수·

의 신뢰성 관련 R&D를 바탕으로 BIPV 국가표준 제정을

기밀·내풍압 등 건자재로서의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확보

주도해 왔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IEC에 국

해야 하고, 건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표준을 제안하여 현재 IEC 63092-1, 63092-2로 등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

되어 있다. KCL은 BIPV 발전효율시험을 비롯해 전기안

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화재안전 성능시험 관리에 대해

전시험과 건축외장재 관련 화재시험, 단열성시험, 내풍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등

압시험 등 시험·인증 서비스를 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

에 따라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올해 1월 전기안전

할 예정이다.

기반구축
사업
기계적하중시험기. 태양광모듈의 기계적 강도를 시

태양광·BIPV·PV 성능 시험평가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구축사업

험하는 장비. 태양광모듈은 일반하중에서 2,400Pa,

•결정질/박막 태양전지 KS 인증 및 관련 시험평가 :

•사업기간 : 3년(2022~2024)

설하중에서 5,400Pa 이상의 강도에서 깨짐 등의 이

•구축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내

상이 없어야 한다.

인증표준(KS C 8561, KS C 8562)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KS 인증 및 관련 시험평가 : 		
인증표준(KS C 8577)
•태양광 접속함 KS 인증시험 : 인증표준(KS C 8567)
•태양광 유지관리 O&M 시험평가 및 컨설팅
•태양광/BIPV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

•주관 및 참여기관 : KCL/충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밭
대학교, 공주대학교
•구축시설 : 건물형 태양광통합평가 실증센터
(성능통합평가센터, 실물화재시험평가실, 건축구조성능시험시설)
•KCL 지원분야 : 건물형 태양광 성능 및 전기/건축/화재안전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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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출력결정장비(솔라 시뮬레이터). STC 조건에서
1Sun의 태양광원에 대한 발전량을 평가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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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세호 한국표준협회미디어

사진 | 엄태헌

INSIDE KCL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와 상용화 허브 꿈꾼다
KCL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기술개발부터 제품 상용화
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원부자재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9

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과 생산이 늘어
남에 따라 원부자재 사용 역시 급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대
외의존도가 86%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공급
편중이 심해지면서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안전성을 더하고 있는 KCL
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됐
다. 산업부 공모과제인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 사
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2025년까지 총 사업비 95억
원). KCL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TP, 한국바이오의약품
협회, 인하대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부
자재 국산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담당하게 됐다.
KCL 의료환경센터는 식약처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국내에
서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허가, 수거검사, 품질관리 시험검사 업무
를 추진하고 있다. 유성민 수석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요유성민 의료환경센터 수석연구원

공급기업 협력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개발부터 제품 상용
화까지 지원함으로써 원부자재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인 터 뷰

KCL 의료환경센터

대외 의존성 높은 원부자재의 국산화 꾀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바이오 생산시설을 갖추었지만, 해외 의존

처기업의 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작고, 산·학·연 연계 활동도 미흡

도가 높은 의약품 원부자재의 경우 이를 연구·생산할 산업 생태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시너지 창출에는

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수요-공급

어려움을 겪고 있다. KCL의 고민 역시 이 부분에서 시작했다.

기업 간의 협력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성능평가를 지원

인천소재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오

하고 관련 인프라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

산업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납품처 확보와 자금·정보·기술 지

니다. 이를 통해 원부자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과 원부자재 생산제품 국

니다.”

내외 인증과 기술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KCL은 이러

유성민 수석연구원

한 내용을 종합해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효과를 극대화
바이오의약품은 원자재와 원부자재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재가
의약품의 주요 원료이자 성능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여러 지원사업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협력 위한 연결고리

자재라면, 원부자재는 의약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일회성 소모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손꼽는 것은 기업협력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이다. 원부자재 국산화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공급기

품부터 완제품을 저장하는 용기까지 의약품 성능 및 품질을 유지

KCL은 이번 지원사업에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성능평가

업 및 품목 발굴과 제품개선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

하는 자재이다. 일회용 백(세포, 바이러스 등을 배양하기 위한 일

DB 구축 △기업협력 플랫폼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판

는 부분을 매칭하기 위한 것이다.

회용 통)을 비롯해, 세포배양배지(세포를 키우기 위해 배양체가

로개척 및 실무형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원부자재의

“원부자재의 경우 수요업체와 공급업체의 연계가 절대적입니다.

필요로 하는 액체 형태의 물질), 바이러스 필터(의약품의 불순물

국산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KCL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급업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수요업체에서

과 유해균을 제거하는 필터), 멤브레인(특정 성분을 선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준비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모든 과정의 품질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 등이 대표적인 원부자재

의료환경센터가 있는 인천 송도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대기업을

관리가 이상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수요업체에서는 요

이다.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지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구사항을 쉽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수요업체와 공급업체의 매칭

원부자재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육성을 위한 필수 기반산업 분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중소·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첫 단추라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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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기술지원 전략

바이러스 필터여과 성능시험 개요

1 ASTM F838 - 박테리아 제거율 시험 개념도

• 원부자재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Bacterial Retention

지원(필요니즈) 플랫폼 구축

시험평가
및 인증

31

of Membrane Filters Utilized for Liquid Filtration)

• 원부자재 분야 상용화를 위한 기업인증
지원
• 국내외 표준 및 규제기관 시험동향 등
인증에 필요한 성능 DB 제공
• 개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의료기기 무균시험 장비

필터여과 성능시험 장비

• 선진/수요제품 관련 비교 시험평가로

DB 활용 지원

원부자재 연구개발 지원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FIG. 1 Test Set-Up for Bacterial Retention Testing

플랫폼
활용 지원

• 글로벌 규제 및 인허가 예측을 통한

원부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 다진다

시험평가 지원에 대한 본연의 업무도 꼼꼼히 수행할 계획이다. 다

2 ASTM F316 - 공극크기 확인 시험장비 및 측정사진

(Standard Test Methods for Pore Size Characteristics of

시험인증으로 기술확산 및 산업 육성

KCL은 지원사업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산업 관련 제조

Membrane Filters by Bubble Point and Mean Flow Pore Test)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원천기술 확보로 선진국과의 기
술격차를 해소하고 사업 다각화로 신규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다.
• DB 활용, 기술협력 플랫폼 지원으로
국제적 규격(GMP) 준하는 원부자재

원부자재
산업 활성화

기업지원체계 구축

Liquid in pore

Liquid

험, 성능시험이 대표적이다. 특히 바이러스 필터여과 성능시험의
경우 국내에서 KCL만이 수행이 가능한 원부자재 평가시험이다.

Air in pore

Air

KCL은 이번 주관기관 선정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시

된 품목 맞춤형 지원 DB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를 지원

험이나 해외 인증기관에 의존해왔던 필터여과 성능시험을 직접

기술개발로 바이오헬스산업 확대 지원

하고, 관련 시제품 개발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

수행하기로 했으며, 관련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 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기술교류 및

요기업이 요구하는 국내외 인증,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규격(ISO,

• 시험평가인증으로 발생한 수익은

평가기설 활용도 극대화

• 산학연 전문가 대상으로 관련 산업
외부 전문가 Pool 구성

실무형 교육
및 인력양성

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필수시험으로는 용출물 시험(Extraction)과 생물학적 안전성 시

이에 따른 파생산업 성장과 사업 다변화도 기대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수요-공급기업의 니즈가 반영

양한 원부자재에 따른 시험은 사용목적과 위험도 등에 따라 평

• 재직자 대상 교육 실시 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 외부전문가 초빙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기반 교육으로
실무형 인력양성

Fiber

Consolidated material

“과제가 진행되는 4년 동안 사업단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ASTM, USP 등) 또는 시험법 개발을 통한 원부자재 시험평가와

관련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DB와 플랫폼 구축

컨설팅 지원으로 상용화를 앞당기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

을 통한 수요-공급업체 연계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 결

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즉 국내 바이오 생산기술 경쟁력을 높이

과를 토대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실증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

기 위해 구축된 DB와 기술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적 규격

오의약품, 헬스케어 원부자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도 추진할

(GMP)에 준하는 시설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으로 원부자재 산업

계획입니다. KCC 의료환경센터는 미래 혁신산업 대응을 통해 의

인프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컨설팅, DB

료헬스케어 관련 전후방 산업육성을 돕는 전문성을 가진 시험연

시스템 구축, 시험평가 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

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자립화와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글로벌 바
이오의약품 강국 실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문의 | KCL 의료환경센터 032-713-5203

KCL
STORY

INSIDE
KCL 2

32
글 | 이호성 한국표준협회미디어

사진 | 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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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KCL

공기환경 전반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KCL 공기환경센터
환기·공조시스템 및 필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시험평가로 안전한 실내 공기 구현에 기여하는
KCL 공기환경센터를 찾았다.

신철웅 공기환경센터 선임연구원

인 터 뷰

KCL 공기환경센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지켜주는

신제품, 신기술, 신소재 관련 기반구축과 표준화, 연구개발을 진

신철웅 선임연구원

시험평가

행하고, 기업의 기술 컨설팅과 각종 제품인증 취득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건설, 에너지, 환경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

국민 건강과 국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호흡기 전파 등으로 인해 공기환경 안전 확보가 국가 차원의 중

그중에서도 주된 업무는 환기·공조시스템 및 필터 시험평가다.

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솔루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공기환경센터의 신철웅 선임연구원은 환기·공조시스템과 필터에

갖추고 있는 곳이 KCL 공기환경센터다. 실내환경, 대기, 공기조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화 등 공기환경과 연관된 소재, 부품, 모듈, 제품 및 복합시스템에

“환기·공조시스템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

대하여 규정된 표준에 따라 원스톱 시험인증서비스를 수행하는

다. 가장 큰 기계장치가 환기·공조시스템이고 그 안의 필터는 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건물에 들어가는 공조 및 환기시스템을

부에서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때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

평가하고, 필터와 같이 시스템 내에 들어가는 부속품에 관해서

다. 필터도 수처리필터, 오일여과필터, 공기필터 등 다양한 종류

도 평가한다. 또한 마스크와 같은 호흡기보호구 성능평가 및 박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주로 공기필터에 포커스를 맞추고

테리아(바이러스) 저감과 같은 시험·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있습니다.”

KCL 공기환경센터 전경

KCL
STORY

INSIDE
KC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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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필터 등급 판정 가능한 유일한 기관, KCL

시험 진행
프로세스에
따른 장비

은 어떠한지도 평가를 통해 알아봅니다.”
에어필터류는 환기용 공조필터, HEPA·ULPA 필터, 자동차 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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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신뢰성 강화

환기·공조시스템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대

필터,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항균필터, 전기집진기, 미세먼지 차

공기환경센터는 필터 시험평가 관련하여 국내 최초로 KOLAS 국

부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사무소나 공장 같은 대규모 공간

단망 등이다. 주로 풍동 장치에서 염화칼륨, 모래먼지, 오일 등으

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신뢰도 높은 시험인증서비스를 제

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공조시스템이라 칭하고, 아파트와 같은

로 입자를 발생시켜 먼지포집효율, 압력손실, 포집량 등의 항목

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험장비에 투자하여 국내외의 다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열회수형환기장치라

을 평가한다. KS, ISO, EN, ASHRAE 등 국내외 주요 시험방법에

양한 시험규격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

고 칭한다. 2006년 이후부터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대응 가능한 인프라와 역량을 구축했다.

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에어필터 시험평가를 진행하

세대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정량의 풍량으로 계속해

총 6개의 풍동을 갖추어 국내 최대 규모 시설을 자랑한다. 그중

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의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량적인 성능평

서 공기를 교환해 주면서 열 교환까지 같이 이루어져 적정한 온

에서도 HEPA풍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장비로, 반

가 제시는 물론,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습도 공기환경을 유지하도록 해 준다. 환기·공조 시스템은 실내·

도체 클린룸에 들어가는 필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미세한

“국내에서 환기·공조에 대한 성능평가와 필터 시험을 동시에 진

외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챔버에서 진행되며, 열교환, 풍량 등

먼지까지 제거해야 하는 클린룸의 특성상 필터가 완전무결한 성

행하는 기관은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도 중

다양한 성능을 평가한다.

능을 갖추고 있는지 스캐닝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공조라는 게 외부 공기를 실내로 인입시키거나 실내 공기를 외

성능 필터부터 고성능까지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진행하고 있고,
1

“클린룸 필터가 갖춰야 하는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

환기공조의 경우 공기 대 공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기 대 물을

2

부로 빼는 것이기에 풍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겨울이나 여

에서 KCL이 유일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기관에 의뢰를 해야 했지

름에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큰 공기들이 교환됐을 경우 에

만 2018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인프라를 보유했기 때문에 국내

너지와 전력 소비량이 얼마가 되는지, 소음이 큰지, 결로나 누설

업체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아졌습니다.”

3
1 공기를 불어넣는 블로어
2 오일 발생기
3 시료 장착

매체로 하는, 이종 간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
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개발한 기술에 맞춰서
적정한 표준을 선정해 드릴 수 있고, 그에 따른 시험평가를 진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기 및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강화되는

에어필터류
시험장비

추세다. 기술 고도화로 인해 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오염물질 제
거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중심의 급
격한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공조시스템과 에어필터에 대한 시장 규모도 증가
하고 있다. 공기환경센터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추세에도 적극 대
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시험규격 기반으로 신기술에 대응하는 신규 성능평가방법

Ashrae 풍동

HEPA 풍동

에 관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험

박테리아 풍동

인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교두
보가 되며, 안전한 공기환경의 파수꾼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구현
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목적 풍동

캐빈입자 풍동(좌), 캐빈가스풍동(우)

원단평가장비

문의 | KCL 공기환경센터 043-753-3183

KCL
STORY

INSIDE
KCL 3

36
글 | 김종경 KCL 유통물류기술센터 수석연구원

INSIDE KCL

팬데믹에 대응하는
KCL의 콜드체인 시험·검사 서비스

사항을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식약처

37

국내외 콜드체인 시장 및 현황

고시로 제정하였다. 다만, 의약품 유통관련 기업의 충분한 준비

백신, 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 및 수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또한, 신선식자재 유통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콜드체인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발효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KCL은 식품·의약품 등 온도민감성 제품의 안전
하고 효율적인 유통과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관련 시험인증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다.

와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온도기록의 허위작성 등 중대사항

굳이 의약품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발(發)

을 제외한 위반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7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비대면 소비확산에 따라 콜드체인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정했다.

있다. 콜드체인시장의 주요 대상인 신선식품 배송시장 규모는

제정된 고시의 핵심은 냉장·냉동보관 등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2018년 1조5,800억 원이었으나, 2021년은 10조 원을 상회했다.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수송 단계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기 위

국내 식품시장은 약 70조 원이며 이중 약 23조 원(14%)이 콜드

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동 온도기록 장치의

체인이 필요한 신선식품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온도민감

검·교정 실시방법, 수송설비 요건, 수송설비 검증방법에 관한 사

성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23.1조 원으로 온도관리가

항이다. 우선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보관시설이나 수송

필수적인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조2,308

설비(차량 또는 용기)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 장치의 검·교정 주

억 원이다. 기타 냉동식품(약 2조 원), 포장(약 1조 원), 냉장냉동

기·기준·방법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한 후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차량, 물류센터, 유통센터 등 그 수요처는 광범위하다.

실시해야 한다. 검·교정 주기는 「국가표준

의약품과 식품의 75%는 온도유지가 필요

기본법」에서 정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하며, 그중 20%는 적극적인 온도관리가
개정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할 때 외부충격
등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고
한 재질 또는 완충재, 포장재가 포함된 수
송용기를 이용하거나,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나 장치를 갖춘 수송차량을 이
용해야 한다.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콜드체인의 구축
①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시설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 장치에 대한 주기적 검·
교정 실시
② 수 송설비에 자동 기록장치 설치, 수송

해서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수송

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까닭이다. 더욱
이 신뢰성 높은 콜드체인 관리는 국내시
장 보호 및 해외진출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국내 콜드체인시장은

설비 적정성 검증

또한, 수송설비의 검증절차 및 방법에 대

필수적이다. 온도민감성 의약품, 식품의

③ 자 동 온도기록 장치의 온도기록 조작

그 잠재력에 비해 시험인증기관이 부족하
고 전문성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금지 등

설비(용기 또는 차량) 검증을 위해 수송

반면,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협·단체들의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의 		

거리·시간, 계절적 변동요인, 제품의 특성

콜드체인 관련 시험 및 인증서비스는 활

제정 및 강화

등을 고려해 검증목적, 항목, 방법, 판정기준을 포함하는 검증계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2013년 GDP(우수유통관리,

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송설비의 적정온도 유지, 물리적 영향 등

Good Distribution Practice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따

use) 지침을 공포한 이래 법적으로 의약품 유통관리를 엄격하게

반 식품이나 의약품보다 훨씬 온도에 민감한 생물학적 제제 의

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진행해오고 있어 관련 시험인증이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은 ISO

경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온도관리가 필수적이다. WHO에 따르

정리하자면, 강화된 생물학적 제제 관리규제에 따라 의약품 제

TC 315(Cold Chain Logistics)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소량보냉

면 전 세계의 백신 50%가 유통과정에서 폐기된다고 한다. 국내

조 및 유통 담당자들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콜드체인 운

배송 국제표준인 ISO 23412를 야마토운수, 일본표준협회 주도

에서도 폐기사고가 빈번하였는데 그중 86%가 온도이탈이었다.

송·보관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 우선, 의약품, 즉 생물학적 제제

로 개발하고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진출을 도모하

코로나19 이후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 및 유통에 대한 국

를 수송할 때 자동온도기록 장치가 필수이며 실시간 모니터링도

고 있다. 중국도 이미 24건의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자국 내 법

민적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졌으며 정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 이들 장치는 국가표준에 따라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률강화에 따른 시험인증 및 국제표준화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

책을 마련하고 있다.

온도관리에 필요한 적정 수송설비(용기 또는 차량) 역시 검증 받

다. 콜드체인협회(Cold Chain Association)는 CCQI(Cool Chain

정부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2021년 7월

아야 한다.

Quality Indicator)를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Germanischer

대부분의 의약품은 콜드체인(온도관리)이 필요한 제품이지만, 일
1)

16일 개정했다(총리령 제1717호, 2021.7.16.). 또한, 기업의 준수
1)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백신,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으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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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와 개발, 회원사와 각국에 보급하여 인증사업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인된 콜드체인 시험 및 인증서비스로 경험이 부족

<그림 1> 콜드체인의 기본 기술

한 국내기업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기업의 국
내시장 진출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제품화 기술
제품개발(온습도에 대한 민감성,

KCL의 콜드체인 시험검사 및 검증 서비스

온습도 유지조건 등)을 비롯하여
포장 등 가공기술이 포함

의약품 외에도 콜드체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경제,
디지털 리테일, 생활물류 산업 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콜드체인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콜드체인 서비스산업은 기술은 물론 신뢰가 필요한 산업이다. 국
내 콜드체인기업은 영세중소기업이거나 신생 스타트업이 대부분
으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서비스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험 및 검증서비스가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 식품배송, 온

이 사업은 콜드체인을 위한 장치, 장비 공급업체(포장, 수송, 보
물류인프라 및 수송기술
온습도 유지, 모니터링, 제어 등 수

<그림 2> KCL이 추진하는 정온유통(콜드체인)
시험검증 서비스 연구범위

관시설 등), 콜드체인 서비스업체(물류 및 유통산업 등) 등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KCL은 정온유통(콜드체인)에

송 중 품질을 보전할 수 있는 시설

대한 시험 및 검증서비스 절차서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수요기업

(창고시설 등)과 장비

시험(Testing) 서비스

도민감성 의약품 배송 등 확대되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

콜드체인 제품(포장용기, 장치, 장비

다. 콜드체인은 인프라와 기술, 전문인력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등),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

에 더욱 합리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정온유통(콜드체인)은 비대면 경제표준화 전략 중 ‘유통물류 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시

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

비스표준’ 전략의 핵심이며, 의약품, 신선식품 등 온도민감성제

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콜드체인은 <그림 1>과 같은 기술이 복

콜드체인에 사용되는 자재, 제품 또

품 유통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자 프로세스이다. KCL은 이미

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품질검증 및 보증기술

이에 KCL은 식품·의약품 등 온도민감성 제품의 안전하고 효율적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신뢰성을

인 유통과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포장·수송·보관 등 장치
및 장비에 대한 적합성(Qualification) 및 검증(Validation)을 위

TESTING

는 프로세스에 적용

product packaging)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표준 KS T 1380(택

높일 수 있는 평가·분석·인증·표준

배서비스용 정온물류용기 일반사항 등)은 물론 관련 연구 및 시

화 등 운영프로세스 관련 기술(예:

검사(Inspection) 서비스

GDP)

콜드체인 제품의 설계, 설치, 성능 등

한 종합적인 시험평가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KCL은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콜드 체인분야에 대해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로 개발하고자 산업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22년 5월

대한 적합성 여부 확인. 콜드체인 서

부터 2023년 4월까지 시험인증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 ISO/TC 122/WG 16(Temperature-controlled

INSPECTION

험평가 경험도 풍부하다. 앞으로도 KCL은 관련 산업계, 기관, 학
회 및 협회 등과 협업하여 콜드체인 시험 및 검증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비스와 관련된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 포함

KCL에서 추진하는 ‘정온유통(콜드체인) 시험검증 서비스’는 콜드
체인 장치 및 장비에 대한 설계(Design), 설치(Installation), 운전
(Operation), 성능(Performance)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및 검

검증(Validation) 서비스

증을 포함한다. 세부항목으로 포장(용기 및 소재), 수송차량(냉장

콜드체인 제품(포장, 장치, 장비 등),

탑차, 냉동특장차 등), 보관(냉장 및 냉동제품 보관 및 물류시설),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

운영시스템(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H/W 및 S/W) 등 정온유통을
위한 장치 및 장비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다. 주요 연구범위는
<그림 2>와 같다.

을 보증. 여기서는 콜드체인 제품에

VALIDATION

대해 진행. 포장, 수송, 보관시설에

김종경

대한 설계, 설치, 운용, 성능 등

문의 | KCL 유통물류기술센터 02-69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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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상미 KCL 어린이제품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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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KCL과 함께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는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 어린이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KCL은 전문적인 제품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과 어린이제품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성 유지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

41

주요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와 주요항목 안내

안전확인신고 관련 근거 마련
특히 KCL은 이번 교육에서 완구(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및
산업부는 지난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만 13세 이하 어린이

학용품(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의 안전기준 내용을 실제

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품의 검사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특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완구와 학용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사용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시 성인과 같은 조심성을 가지지 않음을 유념하여 제품을 설계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

하고 제조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날카로

인한 후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안전성조사에서 안전확인대상 어

운 부분과 같은 물리적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안전

안전 정보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 신고효력 상실 등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전기준 내용의 경우 사업자들이 이해

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번호로 유통될 가능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완구의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

성이 있었다.

서의 경우 분량만 36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담고 있는 내용이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3일 특별법을 개정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많다. 가령 물리적 안전요건에 해당하는 ‘기능성 날카로운 끝’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나 안전확인대상 어린

대한 기준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규정과

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안전확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기준이 다르며, 이에 따른 경고문구

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

도 표시해야 한다. KCL은 관련 시험방법과 적용범위에 대한 내

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용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업 담당자들의 이해를

했다.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

도왔다. 앞으로도 KCL 어린이제품센터는 정기적인 제품안전관

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리 교육을 통해 관련 업계의 제도이해와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안

시험·검사가 불가하다.

전성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시행 2022.8.4.]
[법률 제18819호, 2022.2.3., 일부개정]

KCL 어린이제품센터는 5월 26~27일 이틀간 완구 및 학용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유지를 위한 제품안전관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2022년 상반기 교육은 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란 무
엇인가 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내용 ③ 완
구 및 학용품 안전관리 기준으로 진행됐다. KCL은 특별법 시행 이
후 관련 기업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
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2022년 8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특별법(법률 제18819호) 중 신설되는 제22조제2항, 제24조의2
등 관련 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함(제22조제
2항 신설).
나.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및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
지명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24조의2 신설).
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제품
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
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

문의 | [업무] KCL 어린이제품센터 02-2102-2530~6
[교육] 유리 선임연구원 02-210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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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세호 한국표준협회미디어

사진 | 엄태헌

전동화구동의 성능과 미래를 연결하다,
전동화구동센터
인 터 뷰

전동화 구동부품 시험평가

기관도 엔진이 중요하듯, 전동화 구동부

“최근 전동화 구동시험에 대한 수요가 많

인프라 구축

품은 전기차의 주행성능과도 직결되는 까

아지면서 관련 인프라를 하루라도 빨리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다. 2021년 국내 시

닭에 신뢰성 높은 시험평가가 뒷받침돼야

구축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전동화

장에서 판매된 순수 전기차는 7만여 대에

한다.

파워트레인 부품과 시스템 실증 테스트

이르며,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차 등을

KCL은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선

기간을 통한 핵심 부품의 신뢰성 평가 등

포함하면 총 23만여 대의 전동화 차량이

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동화 구동시스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

팔렸다. 자동차산업의 구조는 내연기관에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지원을

공하고 있습니다.”

서 전동화 차량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

위한 미래차연구센터를 신설해 운영해

전동화구동센터는 전동화 구동부품 시험

다. 특히 탄소중립과 친환경자동차라는

왔다.

평가 및 성능시험, 무인기 관련 분야 시험

시대적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전동화 차량

지난 2월부터는 충북 음성 성본산업단지

방법에 대한 연구과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

수요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전동화 구동 시

다. 특히 고출력 전기차 개발에 따른 완성

전동화 차량의 확산만큼이나 중요한 것

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명도

차 및 부품업체의 전동화 부품에 대한 요

이 전동화 부품의 안전성이다. 실제 운전

‘전동화구동센터’로 변경했다. 전동화 구

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제 주행을 모사하

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터·인버터·감속

동과 관련한 시험평가의 구체성을 강조하

여 전동화 파워트레인 부품의 시험평가를

기 등의 전동화 구동부품은 전기차 주행

고 관련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수행한다. 기능·성능·환경·내구시험 등 핵

에 있어 핵심기술이다. 전동화 파워트레

이재성 수석연구원은 시험장 이전 배경

심 시험평가를 비롯해 글로벌 OE 시험사

인 시스템에 포함된 모터는 인버터로부

에 대해 전동화 차량 구동부 시험평가 장

양 분석, 차량모사 지그 개발 등 다양한

터 전력을 받아 회전하고, 이 회전력이 바

비가 부족해 제조사들의 외부 인프라 활

시험에 주력하고 있다.

퀴를 굴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 내연

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전동화 파워트레인 부품

시험 인프라와 노하우를 통해 업계의 전동화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장비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전동화차량과 무인항공기의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KCL 전동화구동센터를 찾았다.

무인항공기시스템 시험평가 및 R&D

신뢰성 기반 시험·평가
전동화 파워트레인 부품(모터, 인버터/LDC, HSG, 감속기)

•기체 비행성능 : 비행속도, 비행시간, 내풍성 등

및 시스템(3in1) 단위 전방위 평가 수행

•기체 환경시험 : 온·습도, 강우, 강설, 일사, 부식, 화재 등

KCL 전동화구동센터 이재성 수석연구원, 전성일 책임연구원, 최규진 책임연구원

KCL이 전동화차량 대중화에 발맞춰 관련 부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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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형 무인기의 임무적합성 실증
•동력시스템 성능평가 및 환경시험
- 기능시험
(센서 인터페이스 기능, 고장진단 기능, 보호 기능 등)
- 성능시험
(절연 특성, 출력 성능, 제어 성능, 전원 특성 시험 등)
- 환경시험
(열충격, 고/저온 방치 작동, 온습도, 진동 충격 시험 등)
- 내구시험
(고속 내구, 시동 내구, 통합 내구, 고부하 저차동, 스핀 내구 등)

•IP test : KS C IEC 60529
•소음/진동 : KS C ISO 3744, 3745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성능평가
•전자파 적합성·RF인증 : KC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항공우주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C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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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화 파워트레인 부품 시험에 대해 설명하는 최규진 책임연구원

최고속도 25,000RPM까지 구동

전성일 책임연구원의 설명대로 KCL은 전

가능한 NVH 다이나모미터 보유

동화구동센터를 조성하면서 시험평가 장

무엇보다 가장 변화된 부분은 KCL만의 전

비를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다이나모미터

동화 구동시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시험장비는 국내 기업이나 다른 연구원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험의뢰가 오면 관련

도 보유한 장비지만, KCL의 다이나모미터

장비를 보유한 곳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하

는 더욱 특별하다. 최고속도 25,000RPM

는 경우가 많았다.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까지 구동이 가능한 NVH 다이나모미터

고려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는 용량과 출력, 소음 측면에서도 국내 최

존재했다. 하지만 자체 시험장비를 구축하

고장비로 손꼽힌다. C-PT다이나모, 하이

고 장비에 대한 작은 특성까지도 파악할

브리드 장비 역시 최고수준의 고속·고성능

수 있게 되면서 업무효율은 눈에 띄게 높

사양을 자랑한다. 시중에 출시·개발된 모

아졌다.

든 전동화 차량 사양을 넉넉하게 시험할

“KCL만의 시험장비를 구축하면서 어떠

수 있고, 향후 몇 년간은 기술개발 수요에

한 시험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파악이 가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

능해졌어요. 고객사에서도 직접 이곳으로

놀라운 것은 현재 계획된 시험장비 중에서

찾아 와서 시험장비도 견학하고 의뢰를

절반가량만 구축된 것으로, 올 연말까지 고

할 수 있게 되어 신뢰도는 물론 만족도가

성능 장비를 추가로 들여와 이곳 시험장을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첨단 장비로 꽉꽉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재성 수석연구원

전동화구동센터 주요장비

구
분

사
양
다이나모미터

NVH 무반향실

+
LDC

•구동/회생 용량 :
300kW
•Max. 25,000rpm,
500Nm

PT다이나모
•구동/회생 용량 :
290kW
•Max. 3,000rpm,
4,000Nm

• 온습도 환경챔버
- 600mm(W)×600mm(D)×600mm(H)
ATF/LLC(I/O 2포트)

+
비
고

NVH 다이나모미터에 대해 소개하는 전성일 책임연구원

C-PT 다이나모
E-다이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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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H 다이나모
BTS
•Power : 600kW
•최대 출력 :
1,000V/
1,000A(2ch)

E-다이나모
•구동/회생 용량 :
300kW
•Max. 25,000rpm,
450Nm
•무반향실
(anechoic chamber)
- LMS system,
32ch(CAN FD)
- 암소음 25dB(A)이하
- 구동시 30dB(A)이하

PT다이나모
•구동/회생 용량 :
290kW
•Max. 3,000rpm,
4,000Nm

BTS
•Power : 600kW
•최대 출력 :
1,000V/
1,000A(1ch)

KCL
STORY

46

러닝메이트
차별적인 시험평가 서비스로 		

전동화 차량 주요부품 구성
구동모터+인버터+감속기+배터리+OBC

47

미래 모빌리티 신뢰성 확보

인버터

전동화 차량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KCL이

등으로 구성
구동모터
감속기

수행하는 프로젝트 양도 만만치 않게 늘어
나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시험 요구사항에
대응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를 갖추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터. 직원들이 현

PE(Power Electric) 시스템

장에서 느끼는 기술개발의 변화도 하루가

1-1. 구동모터
1-2. 감속기

다르게 새롭다. 장비가 지속적으로 업그레

1-3. 인버터
충전총괄제어기(VCMS) : ICCU와 함께 V2L를 구현

2 3
4

ICCU(양방향 OBC)
차량제어기(VCU)
고전압배터리
멀티 급속충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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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이드 되고 기술사양도 높아지면서 관련 노
하우를 습득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전동화구동센터는 현재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자동차(HEV), 플러그인하이
브리드(PHEV)의 시험평가를 주로 수행
하는데, 올 연말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FCEV)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인항공기시스템과 도심항
공모빌리티(UAM) 시험평가도 준비하고 있
다. 이들 기술은 전기모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KCL은 시장변화와 기술발전에 발
맞추어 선제적인 시험 인프라를 구축할 계
획이다.
“미래차 분야와 관련해서 현재 구축된 시

KCL 전동화구동센터 전경

KCL 전동화구동센터는 국내 시험기관 중 유일하게
NVH 다이나모미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시험부터 내구시험까지
전동화 관련 모든 시험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험인프라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전동화 파
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업계의 수요와 기술의 개발속도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대응하고자 합니다.”
불과 10년 전 내연기관 차량의 시험평가가
보편적이었다면, 현재는 전동화 차량이 주
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10년 후에는 과연
UAM이 차세대 시험평가 업무로 자리 잡을
까? 무엇이 정답이든, 미래기술을 한발 앞
서 준비하는 전동화구동센터가 있다면 새
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신뢰성은 걱정 없을
것이다. 힘차게 돌아가는 모터처럼 전동화
부품 시험평가에 열정적인 전동화구동센
터를 응원한다.
KCL 전동화구동센터 연구원들

KCL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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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강영 KCL 고분자소재센터 책임연구원, 류성호 KCL 고분자소재센터 선임연구원

한국형 LNG선 극저온 화물창용
고효율 단열재 개발 및
표준화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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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화물창 극저온 단열재 국산화로 로열티 문제 해결

LNG 화물창은 선박에 설치되어 LNG를 영하 163℃ 이하로 유지·

2024년까지 4년간 수행되며 총 정부출연금 160억 원 규모로 추

코로나19 여파에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는 빠른 회복세를 보

보관하는 저장창고다. LNG 화물창 내·외부 간 열전달을 차단해

진된다. 1세부과제 ‘열전도도 및 강도가 우수한 한국형 LNG선 극

였다. 2021년 글로벌 LNG 거래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3억

화물창 내부에 저장된 LNG의 기화를 막고 바깥에 접해 있는 선

저온 화물창용 고효율 단열소재개발’, 2세부과제 ‘LNG선 화물창

8,000만 톤이며, 2040년까지 연간 7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

용 단열패널 제조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GTT 독과점에 대

된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공급안보 등에 대한 관심이 집

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에 지급한 로열티는 현재까지 누적으

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되면서 LNG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청정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로 3조 원을 훌쩍 넘긴 상태이다. 최근 ‘IMO 2020’의 발효와 함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기술은 영하 163℃ 이하

달성을 돕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께 LNG선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해외에 유출될 LNG 화물창 로

의 LNG 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LNG선 화물창용 단열재 및 구조

우리나라는 친환경, 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 운반

열티는 6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체이다. 극저온 영역에서 우수한 강성 및 열전도율을 가지는 고기

선(이하 LNG선) 시장에서 2021년 전 세계에서 발주한 LNG선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LNG선

능성 단열재 원천소재,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목

89.3%를 수주하여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LNG 화물창 기

표로 한다. 특히 KCL 고분자소재센터에서는 세계 LNG 단열재시

다. 이처럼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 LNG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

술의 국산화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카본과 공동으로 △극저온

지만, LNG 선박건조의 핵심기술인 LNG 저장탱크(이하 LNG 화물

특히 영하 163℃ 이하의 극저온 영역에서 우수한 강성 및 열전도

LNG 단열재(RPUF, Rigid Polyurethane Foam) 성능평가 기법 정

창) 기술특허를 보유한 프랑스의 GTT(Gaztransport&Technigaz)

율을 가진 한국형 LNG선 화물창용 고효율 융합 단열재, 융합 단

립 △단열패널 시험평가 설비 구축 △기존 LNG선 화물창용 소재

에 척당 선박 건조비용의 5%에 해당하는 약 100억 원의 로열티

열패널의 제조공정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

성능평가 기술 보완 △단열 패널 신뢰성 평가 △단열패널 성능평

를 지불하고 있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 있다.

가 국제표준 제안(NP) 및 KS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한국형 LNG선 화물창 모델을 구체화하여,

한국형 LNG 화물창 단열소재 분야 새로운 기술표준 계획

향후 LNG선 화물창용 고효율 융합 단열재 및 융합 단열패널 기

KCL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한

술을 개발하고, 정부와 조선업계가 연계하여 기술표준화를 추진

국형 LNG선 극저온 화물창용 고효율 단열재 개발’에 대한 국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표준 선점에 나섰다. KPX케미칼에서 총괄주관을 맡고, 한국조

등 국내 메이저 조선업체와 자체 설계기술로 적용 검토와 함께

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메이저

국내 LNG 관련 조선업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

조선업체가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립할 예정이다.

Top bridge pad

Primary stainless steel membrane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 LNG선박 시장을 싹쓸이하며 수주호황을 이끌고 있지만, LNG
화물창 원천기술 적용으로 인한 로열티 지급규모 역시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국내 조선사들은

Metallic insert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KCL은 한국형 LNG선 극저온 화물창용 고효율
단열재 개발 관련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힘을 보태고 있다.

Mark Ⅲ Flex+ system

Corrugation SUS

Inner hull

Composite secondary membrane(Triplex)

융합단열재(RPUF)

Mark Ⅲ system (BOR 0.125%V/d)
<그림 1> LNG선 화물창용 융합단열재 구조

※ 자료 출처 : GTT, HANKUK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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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NG선 화물창용 단열재 기술개발 사례 및 목표

국내 산업생태계에 적합한 선박용 극저온 단열재 평가 및
표준화 연구

고효율 폴리우레탄 단열소재 개발

<그림 3> 한국형 LNG선 극저온 화물창용 고효율 단열재 개발 주요내용
극저온 단열재 평가기술

내구성 검증 및 형상 최적화

표준(안) 개발

융합 단열재 성능평가 환경 구축

개발 LNG 단열재 내구성 성능
검증 및 고장 분석

성능기준 및 평가법
국제/국내 표준안 제안

분해 조건별 주요 규격 현황

극저온 영역재료 물성평가 상관관계 분석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검증

LNG 화물창의 성능은 Boil Off Rate(이하 BOR)에 의해 결정
되며, 이러한 BOR은 단열시스템 구조에 따라 성능이 결정된다.

51

차 방벽 및 단열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여 화물

Reinforced PU foam(R-PUF)

LNG선 화물창을 구성하는 핵심소재로 1차 방벽의 멤브레인, 2

격납 탱크를 구성하는 방열시스템의 구성물질 및 구조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열 유입량과 이로 인한 BOG(Boil Off Gas) 발생량,
• 열전도도 0.0175 W/mk 이하의 고강도/고단열 융합 단열소재 개발

BOG Compressor 용량 및 Cargo Containment의 내부압력 등

• 가지형 프리폴리머, 무기첨가제 개질 및 폴리올 최적화를 통한 미세가공

이 결정되는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조절기술 확보

기
계
적

기계적 특성(UTM, crack...)
열적 특성(Conductivity,
CTE...)

열
적

이중 단열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부피를 차

• PUF 소재 지적재산권 확보

KS 제정 요구사항 의견수렴

지하는 것이 복합 단열재이다. LNG선 화물창용 단열재 및 구조

• LNG 이외 냉장고, 건축 부분 국내외 영업 확대

KS 표준(안) 제정 수정
한국형 LNG선 화물창용

한국형 LNG선 화물창용

단열재 평가 매뉴얼(안)

단열재 시험 절차서

KS 표준(안) 보급 확산
고시(관보,
국가표준
홈페이지)
KS 표준(안)
보급
확산

KS출판(책자,
표준(안)CD-Rom)
보급 확산

주요특성 간 상관관계 파악

한국형 단열재 평가
표준(안) 보급 확산

보급(KS 영문판)
KS 표준(안)
보급 확산

고효율 단열패널 제조기술 개발

체의 역할을 하는 융합 단열재(유리섬유 강화 폴리우레탄 폼)는

극저온 시험환경 구축(액화가스)

LNG 운송 중 LNG선 화물창 내외의 온도차를 약 200℃ 내외 범

시뮬레이션을 통한 발포예측 평가

단열패널 내구성 검증

신뢰성 추정 위한 가속 성능평가 방법 연구

위로 유지하며, LNG선 화물창의 구조적 강도를 유지한다. 초저
온 보냉재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의 상온과 초저온에서의 압
축강도는 상온보다는 전반적으로 초저온에서 그 강도가 높다. 이

Before

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우레탄 결합이 더욱 단단해져 초저온

Fatigue limit

After
Fracture

발포특성 예측 시뮬레이션

피로 수명 산출

에서 조금 더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온과 초저온에서의 압축강도와는 다르게 인장강도는
• 단열성능 0.0189 W/mk 이하의 고강도/고단열 융합 단열재 개발
• 수요기업 참여를 통한 한국형 LNG CCS 모델 기술완성도 향상
• 한국형 LNG선 화물창용 단열재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표준화
• BOR 저감 단열재의 기술적 우위를 통한 영업 확대

최종 목표 |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LNG BOR 15% 개선
80억 원/LNG선
(40년 운항 기준)

+

기술 자립화로
GTT 로열티 절감
로열티 100억 원/척

+

LNG선
가격경쟁력 강화
CHS 간소화 및
재액화 설비 저감

다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온과 극저온 상태에서의 각각의 면

선박용 극저온 단열재 시험평가 시장진입 및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LNG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되

밀한 기준치 설정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다양한 소재 확보 기대

어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LNG선 점

현재 이러한 모든 LNG 화물창용 성능은 프랑스의 GTT의 성능

현재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단열재 소재의 열전도율을 확보하고,

유율을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화물창 기

평가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성능평가 방법은 국내 시험평

LNG선 화물창용 단열소재 성능 시험평가 기법·절차 정립 및 관

술표준화를 통해 고강성 극저온 단열재 분야에 새로운 시험평가

가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이 많으며, ISO, ASTM 등 표준규

련 평가시험 설비구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극저온 환경에서의

및 성능인증에 대한 시장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CL은 본

격에 부합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은 항목들이 존재한다. 특수제

재료특성 평가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

과제의 선제적인 표준제정을 통해 새로운 극저온용 단열재 평가

작 장비를 통해서만 평가해야 하는 항목도 존재하여 해외 평가

으며, 주요 기관과 데이터 비교를 통해 신뢰성 검증을 마쳤다.

에 대한 시험시장을 확대하고, 국가주력 산업 진흥에 기여하여

기관을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사업 과정에서 국내 조

2차년도(2022년)부터는 한국조선해양과 한국카본, KPX케미칼

수출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선 3사 및 단열재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한국형 화물창에 적용

과 함께 표준화 시험법 정립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 규격

되는 단열재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에 대해 재정립하고, 성능기

검토 및 실제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평가방법의 개선방향 및 필

준을 표준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부
내에 추진되는 다양한 LNG 화물창 과제와 연계하여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표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KCL
은 여러 시험평가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극저온/상온

기술 확대 분야
LNG
벙커링 선박

육상용
LNG Terminal

냉장고
가전 분야

건축용
단열재 분야

물성 평가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원
내 신뢰성 평가 및 표준화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과제
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강영

류성호

문의 | KCL 고분자소재센터 032-460-5165,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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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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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유해성센터의 이해동 수석연구원은 시험 과정을 이렇게 소
개했다.
“신축 아파트 시공 시 설치되는 빌트인 가전이나 가구들은 오염
물질 방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납품이 가능하다는 법적 조
건이 있습니다. 그 방출량을 알아보는 시험들을 진행해서 성적서
를 발급합니다. 주된 시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방
출량 시험입니다. 가전제품, 가구는 물론이고 가구에 쓰이는 판
재, 접착제 관련해서도 시험을 진행 합니다. TV, 냉장고, 쿡탑 등
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 신발장, 부엌장 등이 해당됩니다.”
시료가 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챔버에 집어넣는다. 대형 챔버의
경우 일주일가량 넣어둔다. 이후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
드를 샘플링해서 분석한 뒤 성적서를 발행한다. 챔버는 밀폐 상
태는 아니다. 33평 아파트의 거실과 같이 공기가 순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측정한다. 한샘, 리바트, 에넥스
등의 가구업체와 마루, 페인트 등 소재 제조업체, 삼성전자, LG전
자, 파세코 등의 가전제품 업체가 주 고객이다.

최고의 인프라와 인력으로
친환경에 기여
이현열 책임연구원은 건축유해성센터만의 강점으로 폭넓은 인
프라를 꼽았다. “우리나라 시험기관 중 챔버 사이즈가 가장 다양
합니다.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거의 풀 스케일로 갖추

유해물질을 막아라!

신뢰도 높은 시험평가로

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재료부터 큰 냉장고까지 다양한 크기
의 시료에 적절한 챔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석 장비는 톨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루엔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GC-MS, 폼알데하이드를
실내환경 조성에 앞장서

분석하는 HPLC가 있다. KCL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인

국민 모두의 생활공간이 실내에 조성되는 만큼 실내환경 안전의

증기관인 미국 UL의 실내공기질 분야 시험인증기관으로 활동하

중요성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실내공기의 경우 눈에 보

고 있다.

이지 않기에 정확한 시험평가로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또한 이해동 수석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하다. KCL 건축유해성센터는 실내공기질 분야 건축자재 유해물

소개했다. “이곳에서 10~15년 이상 근무한 인력의 전문성이 우리

질 측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투자만

앞장서고 있는 KCL 건축유해성센터를

전자제품이나 대형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측정이 실내공기

으로 얻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 담당자의 분석, 해석 능력

만났다.

질 업무에서 주된 부분이고, 광물의 석면이나 라돈 방출량 시험

차이가 시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넓은

도 시행 중이다. 또한 3D프린팅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

시료를 접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단순히 결과만을 제

한 평가방법들을 개발 중이며, 공기청정기 등에 탑재되는 공기질

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와 드릴 수 있

센서에 대한 성능평가도 하고 있다.

습니다.”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문인력,

인프라로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 대형챔버
↓ 소형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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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발맞춘 연구개발로

유연한 조직문화도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장점이다.
“기술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 원하는 시험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새로운 도약 기대

고객분이 있어요. 최근에도 코로나19 관련 기술을 개발했는데,

실내환경 안전에 기여하는 만큼 뿌듯함도 클 터. 이현열 책임연

관련 표준이나 시험기준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었

구원에게 보람된 순간을 물었다. “10년가량 국내 모 건설사에서

죠. 저희 센터는 고객이 무언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든 도움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실내 공기를 측정해서 입주민들한테 알리

이 되려고 합니다. 생각이 열려있고 유연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는 성적서를 작업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볼 때마다 제가 측정해

문화가 만들어진 듯해요.”

서 안전하고 좋은 아파트를 만들었다는 뿌듯함이 있고, S아파트
가 품질을 인정받아 브랜드가치가 상승하는 걸 보면서 그에 기여
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해동 수석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꼽았다.
“공기청정기나 환기장치 등에 장착되는 공기질 센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5년째 되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재미있고
보람을 느낍니다.”
실내환경 오염물질 시험평가 분야는 어느덧 시행한지 15년째 되

실내공기질 분야 국내외 표준 개발에도

었기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기
적극 참여

술에 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CL은 지난 3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실내공기질분

새로운 트렌드인 실시간 모니터링과 3D, 센서 관련된 분야에서

야(ISO/TC 146/SC 6)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및 ISO 국내 간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

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내 최초로 기관 지정을 받고 국내·외 표

성이 점점 커져 최근에는 ESG 경영이 화두다. 친환경 산업에 기

준개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표준의 활용기관과 수요기관

여하고 있는 건축유해성센터의 업무들이 향후 ESG 산업 발전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분야 KS 표준에 대한 기술규

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엿보였다.

제와 정책적 필요 등을 조율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고객의 의뢰라면 기존에 시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

맡게 된다. 김현진 책임연구원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향후 계획

구와 검토를 통해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을 물었다.

한 업체의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도움이 될 만한 기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표준들 중 개정이 필요한 5개의 KS 표준

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

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

요.”

니다. 또한 표준은 5년의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개정이 필요한지
확인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간이 된 2개 KS 표준에
대한 확인 업무도 진행합니다. ISO 국내 간사기관으로서는 실내

↑ 분석장비 GC-MS
↓ 분석장비 HPLC

공기질 분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이번 기관 지정이 가능했던 데는 다양한 표준개발 및 시험인증
경험과 인프라가 주효했다. 이를 계기로 국제표준 개발 동향에 대
해서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국가표준
선진화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부터) 이해동 수석연구원, 이현열 책임연구원, 김현진 책임연구원

문의 | KCL 건축유해성센터 031-38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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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동행

글 | KCL 홍보팀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

지원목적
친환경적 제조기반 및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성능평가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신산업 분야 및 화학물질 사용 제조기업 시험인증 비용 지원

57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을까요?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은 3개 권역에 소재하고 있
으며, 제조분야 소재·부품·제품의 성능평가(시험·
인증)를 희망하는 신산업분야 및 화학물질 관련 중
소·중견 제조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
다. 환경규제 대응 및 기술개발 등에 시험·인증이 필

지원대상
3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전라북도)의 신산업분야 및 		

요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기업이 프로그
램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KCL의 지원사업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능평가·신뢰성·안전성 등 각 분야별 평가장비는
특정 기관·대학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만

국비

KCL은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험인증 등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

지원금액

구축돼 있어 맞춤형 수요대응과 전략적인 지원은 어

5억7,200 만 원

려운 상황입니다. KCL의 성능평가 지원프로그램을

(2022년도 사업비, 사업연차별로 비용 상이함)

이용한다면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2022년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3개 권역(수도권, 동

각종 시험장비 및 기술 노하우 그리고 원스톱 통합

남권, 전라북도)의 신산업 분야 및 화학물질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솔루션이 가능한 친환경 지원인프라를 구축하고, 직
접적인 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

올해는 5.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차전지, 자동차 전장/내외장재, 전기·전자제품, 드론, 바이오,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및 환경규제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
을 겪는 제조기업에 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친환경적 제조기반 조성과 환경규제 이행
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이내로, 기업

지원한도
참여기업당 최대

4,000 만 원 이내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관인 숭실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와 ‘안전관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점 가점
부여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성능평가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기업의 경우 3점 가점 부여

지원절차

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총 소요비용의 75% 지원, 기업 25% 자부담)

※ 우대사항 적용 대상

의 자부담 비율은 25%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KCL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기술경쟁력 제

KCL은 되도록 많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사
업목적과 지원금액,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
난해 처음 실시한 성능평가 지원프로그램의 목표는
50건이었으나, 목표치를 600% 이상 초과 달성하
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역별 사
업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의

사업계획
공고

1

신청 접수

2
(KCL)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3

(참여기업→KCL)

참여기업
선정

4
(KCL)

협약 체결

5
(KCL)

(KCL-참여기업)

성능평가비
(시험비용)
지원

6

(KCL)

성능평가
진행

7

8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서류 : 사업공고 내 별지 참조
•접수방법 : KCL 홈페이지(www.kcl.re.kr) 성능평가 프로그램 신청
•문의 및 접수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신사업기획팀
하헌재 수석연구원(02-3415-8786, lucid201@kcl.re.kr), 이상훈 연구원(032-460-5174, dltkd23@kcl.re.kr)

사를 밝히고 있고, 성능평가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시험성적서,
최종보고서 등
제출
(참여기업→KCL)

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국

지원분야

내 제조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대응역량을 기

• 이차전지

를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오

• 자동차 전장/내외장재

니, 기업에서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 전기·전자제품

주시기 바랍니다.

• 드론
• 바이오(의료기기, 화장품 등)
• 화학물질
※ 상기 품목에 속하지 않는 소재·부품·제품의 경우, 유해성 및 국내외 환경규제
시험평가 지원 가능

김창회
스마트영상기술센터
센터장

KCL
STORY

KCL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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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호성 한국표준협회미디어

사진 | 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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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터
스
내장재 마 원

스포츠
바닥재 마스터

주임연구
박규대

이재홍 선임연구원

수질분석 마스터
김민아 선
임연구원

세상 곳곳 어디나
KCL 환경본부는 실내공기질, 가구, 자동차내장재, 건축용내장재, 스포츠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인체 유해성을 점검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하며 신뢰도 높은 시험평가는 물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마스터 4인방을 만나보자.

3D 프린팅 마스터
최아영 선임연구원

안 전 하고 깨 끗 하게!
환경본부
마스터 4인방

KCL
STORY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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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업무 파헤치기

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KCL에 있으

나의 업무 파헤치기

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험방법으로 평가해

스포츠환경센터는 체육시설 중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면서 아시아 최초, 국내 최초로 성취한 일들이 있어 뿌

저희 물환경센터는 수도용 자재, 정수기, 먹는 물, 수처

드릴 수 있도록 고객과 같이 고민하고 물 산업 관련 다

접촉하는 경기장바닥재의 시험평가, 인증 업무를 담당

듯합니다.

리제 관련 지정기관 업무와, 수질 분야 의뢰시험을 통

양한 시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서 물 산업 전반적인 분석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생활체육시설에 많이 보급되는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테니스바닥재부터 어린이놀이터

나의 시험·인증 업무 포인트

있습니다. 저는 정수기와 먹는 물 수질 파트에서 유기항

일상을 가득 채운 뿌듯한 순간

의 충격흡수바닥재, 실내체육관의 면탄성바닥재 등의

스포츠바닥재는 스포츠환경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

목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 시료를 바로 측

일상적으로 하는 법정 시험도 수행하지만, 어떤 제품의

제품과, 실제 사용된 경기장 현장까지 시험인증 업무를

다. 사용자의 부상을 방지하고 원활한 활동을 하는 데

정하거나, 유해물질을 정수기에 통과시켜서 제거율이

문제로 이슈가 생긴 건이나, 국가기관에서 문제가 될 소

수행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인조잔디, 테니스바닥재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라운드에 낙하할 때

좋은지 보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지가 있는 부분에 관해 시험해보는 사고 방지 건에 참여

시험평가 업무와 국제, 국내 스포츠협회 업무를 담당하

받는 충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고, 방향을 전환

질이라든지 농약류, 염소소독 부산물 등의 유기항목군

기관으로 참가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공인 시험기

고 있습니다.

할 때 발목에 가해지는 회전 저항성을 적정하게 감소시

으로,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

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조명되어서 자부심을 느낍

키고, 공이 구르거나 튀면서 그라운드와 접촉할 때의 거

다. 저희가 분석하는 정수기, 먹는 물 모두 음용되는 부

니다.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평가 시뮬레이션

업무 자랑 톡톡

동 등에 대한 성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이를 측정할

분이 있어서 직접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

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도 제시하면서 국가

입사 초기에는 우리나라 산업표준에 따른 인조잔디와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 개발하고 있습니다.

명감을 갖고, 높은 데이터 신뢰도를 최우선으로 일하고

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느껴 뿌듯합니다.

있습니다.

탄성포장재 시험을 주로 했는데요, 한 의뢰처로부터 테
니스코트의 국제연맹 인증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

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직접 국제테니스연맹 런던

새로운 국제스포츠협회 인증제도와 시험방법을 도입하

업무 자랑 톡톡

물 산업 자체가 국가 정책에 맞물려서 발전하는 분야라

본사에 찾아가 연구원을 소개하고 인정받는 방법을 문

는 업무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준에서 정한 시

우리나라 정수기 관련 업무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또 연구원 차

의했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그에 맞는 장비와 인정

험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인증 취득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KCL

원에서 물 산업과 대국민 물 서비스 향상 및 발전, 신규

조건을 갖추어 나갔고, 마침내 아시아 최초로 인정 시

제품 평가, 개선을 위한 시험과 기존 방식을 응용한 시

을 포함해 딱 두 곳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분야 개척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물 부

험기관이 되었습니다. 또 해당 시험방법을 우리나라에

험방법을 고안해 다방면에서 제품을 평가하고 특성을

기 업무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

족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 재이용 기술개발이 진행

도입해 대한테니스협회 테니스코트 공인제도도 제정

부각시키는 업무를 적극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닥

다. 또 미국 NSF나 일본 JIS 등 해외 인증 규격에 따른

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물의 품질이 좋은지 알아보는

했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 시험기관으로도 인정받았

재는 물론이고 스포츠시설의 다른 부분에 대한 성능,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의무가 아니

분석 방법도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는데, 이 역시 아시아 최초입니다. 이들 연맹 관계자들

안전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도 추진해 종합적인 스포츠

지만 해외 인증 규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판매가

부서도 기존에 하지 않았던 미량 분석이나 감시 항목

이 저희 연구원에 실사를 나와서 제대로 된 시험기관

환경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하고 홍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 고객들이 관심

같은 분야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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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
신
기
술미
시래
험를
평만
가들
의어
갑
니
다

나의 업무 파헤치기

일상을 가득 채운 뿌듯한 순간

나의 업무 파헤치기

일상을 가득 채운 뿌듯한 순간

건축유해성센터는 건축실내환경, 산업안전 관련 시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 성적서를 처음 발행했을 때가

그린소재센터에서는 자동차 내장재에서 나오는 유해물

시험평가를 맡겼던 고객이 다시 찾아올 때가 가장 뿌듯

평가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구, 전자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던 순간입니다. 국내외를 막

질 방출량을 알아보는 신뢰성평가와 탈취제의 탈취력

합니다. “그때 잘해주셨으니까 또 부탁드립니다.”라고

품,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시험평가가 주

론하고 3D프린터에 대한 시험기준이나 평가방식이 아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저의 주 업무는 자동차 내장재

저희 센터의 문을 다시 두드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3D프린터 장비와 소재에

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최초로 3D프린

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분석이고,

또 시료 보낼 때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간식 같은 선물

대한 시험평가 및 연구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D

터의 7가지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과제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가죽,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물

들을 함께 보내주시기도 해요. 매일 같은 시험을 반복

프린터에는 7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바탕으로 MEX방식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 제정까

성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자가 필요한 모든 시

하고 결과를 보내다가도 이렇게 긍정적인 고객의 반응

널리 보급된 MEX방식의 3D프린터와 소재를 정부조달

지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시험평가 분야를 개발하는 전

험평가를 맡기면 저희 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할

을 보면 무척 뿌듯합니다. 또한 여러 연구개발 과제도

물품 표준규격(2017-023)으로 시험평가하는 업무를

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면서 성과를 얻게 되니 업무에 더

뿐만 아니라 타 부서나 타 기관에까지 시료를 보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 청소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D프린팅 품질과 안전성 관

욱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취합해 한 번에 보내주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완료해 사업화가 진행 중이고, 1인 여성 가구나 1인 점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벨’도 개발해서 역시 사업

련한 연구개발을 수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목표

화 진행 막바지에 있습니다. 과제가 잘 진행되어서 사

업무 자랑 톡톡

저에게 KCL은 블루오션입니다. 3D프린팅과 같은 새로

업무 자랑 톡톡

업화까지 완료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여한 과제로 좋

3D프린터가 새로운 분야인 만큼 아직 표준이나 제도

운 산업의 품질평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때문이에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내장

은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적극적인 도전정신을 바

요. 저는 도전적인 성향이라 새로운 업무를 파헤치는

재 시험은 납품처가 현대자동차, GM, 르노처럼 정해져

탕으로 국내·외 표준화와 제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걸 좋아합니다. 아직 연구개발할 부분이 많고 발전 가

있기 때문에 납품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앞으로의 목표

KCL이 2015년부터 3D프린팅 품질평가 표준화를 진

능성이 무궁무진한 3D프린터야말로 제게 딱 맞는 분야

업체들이 납기를 지켜야하기에 저희 역시 고객이 요구

자동차 분야에서 뭔가 알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

행해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요. KS 표준

입니다. 흥미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한 날짜에 꼭 맞춰야 합니다.

는데 방법을 모를 때 제 이름 석 자가 떠오를만한 전문가

1건을 제정했고요, ISO 국제표준은 1건이 올해 말경 제

수 있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D프린팅

또한 고객에게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야 하니 시험평가

가 되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자동

정을 앞두고 있고, 1건은 제안 단계에 있습니다. 과학기

장비, 소재 품질과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

차업체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도요타 등의 해외 규격도

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제도화 관련 연

록 국내·외 표준화와 연구과제를 통해 시험규격과 기준

다. 자동차 실내는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확인해서 업무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최근 널리

구개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표준으로 정해진 시험평

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시험평가 업무로 발전시킬 계획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인체에 악

쓰이는 디스플레이 계기판이나 전자제어 시스템, 자동

가 기준이 없더라도 의뢰자 제시 시험방법으로 도와드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3D프린팅 기업 경쟁력

영향을 줄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

차 센서, 카메라 등 자동차 전자장비 시험도 진행하려고

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확보와 산업현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계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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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KCL은 6월 20일(월) 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재생에너지 발전 도모 및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KCL은 5월 18일(수)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RE100 이니셔티브의 한국 로컬 캠페인 파트너

정되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조

로서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을 지원하고 정책활동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의 RE100 진흥을

건별 적합여부를 검토는 제도이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RE100 관련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에 함께 하기로

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책사업 공동연구 개발 제안 및 수행 △RE100 관련 공동연구 활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

동 및 전문 인력양성 협력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제품의 시험·평가·인증 업무 상호협력

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2009년 제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과 이행을 위한 기술서비스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
가, 전문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검토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KCL

TUV Rheinland Korea와 배터리 화재시험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 같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건설전문 연구기관으로 검토기관을 확대·

KCL은 TUV Rheinland Korea와 배터리 화재시험 분야 협력을 위해 6월 14일(화) KCL 서초

지정하였다. KCL은 건축물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증대·설립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에서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의 대형화재

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 미국, 유럽 등에서 안전인증시험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대폭 증가하게 된 화재시험 분야의
협력을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KCL은 TUV Rheinland의 화재 분야 국내시

열화상카메라 국내 첫 Q마크 인증서 발급

험소로 최초 지정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이 해외인증기관에 의뢰하는 시험을 KCL이

KCL은 열화상카메라 관련 국내 첫 인증사례로, 5월 11일(수) 한화시스템에 열화상 엔진모듈

수행해주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세계 배터리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퀀텀레드’ 2종에 대해 Q마크 인증서를 전달했다. 감시용·산업용·방역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

SDI, LG솔루션, SK온 등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되는 열화상카메라는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인증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체발열감지
열화상카메라에 대해 성능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KCL은 열화상카메라의 해상력,

UL과 ESG 분야 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온도측정 범위 및 정밀도 측정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사

KCL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UL과 6월 2일(목) ESG 분야 시험평가·인증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계절 온도변화가 심한 한국의 기후특성에 적합한 온도 및 정밀도 측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ESG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컨설팅·인증·시험평가·

KCL은 품질이 검증된 열화상카메라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정착에 주력할 계획

분석에 대한 포괄적 협력 △직원교육을 포함한 기술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기능성 화학소재(범

이다.

용 플라스틱, 자동차 내외장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 친환경 건물 및 건설자재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성 개선을 위한 ESG 기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한국환경공단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실내환경의 환경성(실내공기질, 수질, 위생, 빛, 소음)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Healthy Building’

KCL은 4월 22일(금) 한국환경공단과 사내벤처 프로젝트 공동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ESG 기반 기업지원 서비스의 협력 및 보급·확산을 위하여 정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환경공단 사내벤처 전담조직(TF)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

기적으로 공동 프로그램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험전문기관과 인력, 장비 및 기술교류 등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됐
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세이버와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CL은 5월 27일(금) 초음파식기세척기/산소공급시스템 브랜드 ㈜세이버와 인천소재 세이버

삼척시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본사에서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CL과 세이버는 세

조영태 KCL 원장과 제대식 KTC 원장은 4월 12일(화) 삼척시청을 방문해 산불피해 복구성금

계적 탄소중립 전환 추세에 따른 저탄소·친환경 경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정보 상호교류,

3,000만 원을 기탁했다.

ESG 관련 컨설팅, 친환경 시험·인증·검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 관련 시험,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검증, 연구개발, 교육 등 상생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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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백

자료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통계청

시험인증산업,
잠재력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국내 시험인증 시장규모

시험인증산업 기관수 추이

시험인증산업 종사자 추이

(단위 : 억 원)

(단위 : 개)

(단위 : 명)
5,027

2019

2019

2015

2016

2020

81,768

2018

2018

67,869

2016

2016

64,380

2015
2015

90,427

3,928
3,660 3,422

98,445

147,149

122,030

113,040

101,845

141,122

4,675

L I F E
STORY

2020

2018

2019

2020

68

경쟁력 중요 요소(1순위)
0.6 기타

시험인증산업의 향후 유망산업 정도

(단위 : %)
1.6 전략/마케팅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동행,

(단위 : %)

매우 그렇다

2.9 대외적 평판(신뢰도)

유자학교
72

1.9

9.4 능력 및 범위

KCL이 만난 사람

문화 칼럼

아프리카 최빈국의 희망이 된 진흙건축

그렇지 않다
11.2 서비스 질

전문기술력

43.1

시설/장비투자

76

4.9

그렇다

보통이다

46.8

78

46.4

요즘 라이프

잊지 못할 순간을 팝니다

14.6

전문인력

미디어 속 시험인증

천장 너머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80 라이프 꿀팁

16.6

	요즘 대세 MBTI 현명한 활용법

시험인증산업의 발전저해 요소
(단위 : %, 중복응답)

국내 기관의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단위 : %, 중복응답)

시험인증기관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69.8

시험인증 시스템개선
인력장비 및 기술력 부족

43.8

부정부실 성적서 발행

43.5

업계 종사자 윤리의식 부족

37.7

정부의 과도한 개입

14.8

글로벌 시장 진출의 어려움

13.1

기타

0.1

(절차 간소화, 부처별 중복인증 방지 등)

69.3

시험/검사/인증 관련 종합서비스 포털 제공 40.8
지원관련 법적근거 마련

36.1

장비구축 지원

35.7

전문인력 양성

25.9

선진 시험기법 개발 및 이전 지원

18.0

기타

2.0

※ 참고자료 : 한 국시험인증산업협회(2020년, 2021년 국내외 시험인증산업 실태조사), 통계청(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조사)
※ 2017년 조사 미실시로 2017년 시장규모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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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미미 한국표준협회미디어

사진 | 엄태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이곳만큼은 유해물질에서 자유로운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란 주제로 기획된 ‘유자학교’ 캠

지금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나요?

페인은 아름다운재단과 (사)일과건강이 3년간 함께 해오고 있

권

는 협력사업이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속 유해화학물질 실존

들이 생활하는 학교 내 체류하는 먼지와 학습교구를 비롯한 어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정도와 그 위험성은 꾸준히 언론과 시민단체의 관심을 받아왔

아이들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안전하고 행복한 교실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교와 정부는 물론 물품이나 자재를 생산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

유자학교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9

최근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

린이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카드뮴, 프탈레이트,
납)과 각종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다고 해요. 이는 아이들 뇌
기능에 악영향을 줘서 IQ를 낮추거나 ADHD를 유발하는 원인
이 되고 성호르몬을 교란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

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지

니다.

속팀 권연재 팀장과 일과건강 대외사업팀 박수미 팀장을 만난

박

이유다.

울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화학 안전점검을 진행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서 서

한 결과,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
이트계 가소제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것을 밝
혀낸 적이 있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2018)>에서는 어린이제품 2,000여 개 중 지
우개, 필통, 실내화 등 6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
이트가 검출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죠.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제
품(건축재, 마감재, 교구 등) 중 50%는 PVC(폴리염화비닐) 재

유자학교
어린이, 선생님,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yujaschool.com

권
연
재

아름다운재단

일과건강

박
수
미

질의 플라스틱 제품이며, 그중 30%의 제품에서는 납과 같은 중
금속과 환경호르몬이 섞여 있어요. 이러한 제품이 환경 민감계
층인 어린이와 밀접하게 접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학교
가 믿을만한 곳이 못 된다고 인식하게 되죠.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동행
학교

건강한
학교

유자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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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권

유자학교 교육과 캠페인

‘유자학교’는 부정적이고 거부감 드는 ‘유해물질’이란 단

어를 상큼한 유자의 이미지로 상쇄시키자는 의미로 만들어졌어
요. 아이들과 사회에 작게나마 변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바람
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선생님, 학부모 등 학교 구

XRF 측정기기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건 속
유해물질을 찾아냅니다.

나와 지구를 해치는
플라스틱을 덜 쓰는 방안을
실천합니다.

최근 들어 학교가 좋아지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나 시민들의 인

요즘은 학교 구성원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식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교육환경 속 화학

분에서는 아직 바뀌어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

적 안전을 정확히 인지하려는 관심과 직접 가족을 지키며 실천

다. 환경호르몬 같은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사회적 대응과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성원들이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

추진되어야 한다고 두 사람은 강조한다.

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건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들이 이 뜻에 동참해주고 있
습니다.
박

이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을 타면서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박

2015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확립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기준
을 준수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요. 하지만 교실 속 많은 품목

거창하지 않아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그 위험성을 본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많은 환경보

71

은 어린이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감시망에서 벗어
유해물질 탐정단

학용품의 비밀

안전한 화장법

플라스틱 BYE

유자학교가 사회에 불러온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권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을
사용합니다.

우리 환경에 크고 작은 반향을 일으켰죠. 학생들은 평소 사용

나와 지구를 위한
화장방법을 알고
화장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유자학교는 올해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74개의 학

나 있죠. 유해물질은 이런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어린이의 건강
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교, 121개의 학급과 교사 109명 및 학생 2,851명이 사업에 참

이 현실입니다.

여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확산 지역과 접촉 계층이 넓어지

다행히 유자학교 프로젝트를 계기로 2021년 3월에는 서울시의

고 있어요.

회 및 서울·광주·세종교육청에서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하는 학용품과 체육·생활용품 선택에 더 고민하게 되고, 구매하

및 관리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

기 전엔 먼저 제품 뒷면의 재질과 안전마크부터 꼼꼼하게 살펴

생활공간인 학교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

보는 습관을 들이게 됐어요. 아이들 스스로 직접 행동하게 유도

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한 것이죠. 우

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는 학생 본인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
기를 먼저 만들어주려고 해요.

DANGER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은 무엇입니까?
박

캠페인이 더욱더 넓게 전국 곳곳에 확산하길 희망합니

다. 무엇보다 안전한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길 바라고요. 유해

캠페인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부모와 아이에게 거부감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

물질이 적은 제품들만 생산·유통되는 사회구조가 하루빨리 만

이템과 이야깃거리가 필요했어요. 예컨대 유자학교에서는 XRF

들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용·학습용으로 표기하지 않으면 안전기

(X-선 형광분석기)를 사용해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성

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생산자들이 여전히 많

분을 직접 측정해 주거나 마트에서 안전한 상품 찾기, 천연 마스

아요.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적게는 몇 배, 많게는

크 및 비누 만들기, 플라스틱 줄이기 선언문 쓰기 등 직접 체험하

몇 백 배까지 초과 검출되는 제품을 지금도 쉽게 찾을 수가 있

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요. 우리 모두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분들이 유자학

권

교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권

유자학교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아름다운재단의 후원

학습교구나 장난감 속 유해물질이 건강에 해로울수있다

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는 이야기를 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우 놀라요. 경각심을

참여가 필요해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와 유자학교 공식 홈

느낀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듣고 참여도 잘해요.

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더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놓았으

유자학교 수업은 화학물질의 유해성만 강조하지 않고 안전한

니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울러 기회가 된다면 KCL의 협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자부합니다. 수

조를 받아 유해물질 시험 등 교육 콘텐츠의 품질을 높일 기회가

업을 거듭할수록 참여한 아이들에게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추억

심이 커지는 것이 느껴져요. 물건을 살 땐 꼭 국가통합인증마크

의 큰 부분인 학교라는 공간이, 제한되어야 하는 유해물질로부

(KC)나 친환경 표시를 먼저 확인하게 됐다는 학생들도 많아졌

터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

어요. 어떤 학생은 이 문제를 넘어 재활용쓰레기,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심 분야를 넓혀가기도 했습니다.

박수미 사단법인 일과건강 대외협력팀 팀장

권연재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속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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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은화 중앙일보 기자

사진 | 하얏트 재단

아프리카 최빈국의
희망이 된

진흙건축

지난 3월 미국 하얏트 재단이 발표한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

프란시스 케레

는 프란시스 케레(56)였다. 1979년 제정된, 건축계의 노벨상이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건축가.

라고도 불리는 이 상의 역사상 최초의 흑인 수상자다. 케레는

키고 해당 지역의 토속적인 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부르키나파소 출신

재와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

73

자신의 건축에 사회를 참여시

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원주민이다. 프리츠커상의 수상자가 오랫동안 서구의 백인이었
던 것을 생각하면 케레의 수상은 프리츠커상의 달라진 지향점
을 제대로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최근 들어 프리츠커상은 ‘지
역주의’에 꽂혔다. 지역의 가치를 담는 건축, 지역에서 행동하
는 건축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건축이 인류의 삶과 사회를 바
꿀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지역의 건축을 세계무대로

프란시스 케레
Francis KÇrÇ Portrait @ Lars Borges

끌어내고 있다. 스타 건축가가 아니라 지역에서 묵묵히 작업
을 하고 있는 건축가들이 프리츠커상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
다. 2017년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카탈루냐 지방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RCR의 세 공동대표가 지목됐을 때만 해도 언론은 이
‘듣보잡’ 건축가들이 세계 건축계의 최정상 자리를 차지한 데에

진흙으로 선보인 혁신적인 건축

놀라워했다. 영국 가디언과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잘 알려

케레가 선보인 지속가능한 건축의 비법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지지 않은(little known)…’ ‘스타 건축가가 아닌(opposite of

특별하다. 케레가 선택한 건축 재료는 진흙이었다. 아프리카에

the stararchitec)…’으로 시작하는 기사 제목을 뽑기도 했다.

서 흔하디흔한 재료였다. 진흙은 케레가 나고 자란 동네에서 가

그런데 프리츠커상의 바람대로 정말 건축이 사회를 바꿀 수 있

장 흔한 재료이자, 가난한 집의 상징이었다. 그가 진흙으로 학교

을까. 건축에 그런 힘이 있을까. 프리츠커상의 심사위원단은

를 짓겠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실망했다. “겨우 진흙으로 학

케레의 작업을 통해 가능성을 봤고, 건축의 힘을 증명하고자

교를 짓겠다고 밭에서 일하는 대신 그렇게 오랫동안 유럽에서

했다. ‘매우 척박한 땅에서 지구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속가능

공부한 거냐!” “진흙은 장마철에 온전할 수 없는데.”라는 원성

한 건축을 개척한 선구자’라고 케레를 평가하면서다. 하얏트 재

이 터져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케레는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었

단의 톰 프리츠커 회장은 “케레는 엄청나게 극빈한 아프리카

다. 가난한 동네에서 독일로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이기도 했

땅에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축을 개척하고 있

다. 마을 사람들은 진흙에서 어떤 혁신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케

다”고 말했다.

레의 생각은 달랐다.
케레는 이 흔한 소재를 활용해 발전시키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척박한 땅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케레는 진흙을 다지고 다져 단단한 바닥을 만들어냈고, 진흙에
시멘트 등을 섞은 강화벽돌로 벽을 만들었다. 이 작업을 마을사
람들과 소통하며 함께했다.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해 학교를 지
었다. 조금씩 특별한 처방을 섞기도 했다. 학교 지붕의 경우 지
한은화

쇼게 중고등학교
LycÇe Schorge @ Francis Kéré

중앙일보 건설부동산팀 기자.
중앙일보에서 〈한은화의 공간탐구
생활〉과 〈한은화의 생활건축〉을
연재하고 있다.
책 《아파트 담장 넘어 도망친
도시생활자》를 썼다.

푸라기로 지붕을 만들었던 마을의 집과 달리 강판을 썼다. 얇은
강판 지붕을 값싼 금속 막대로 들어올렸다. 이 작은 조치 덕에
벽과 지붕 사이 띄워진 공간으로 환기가 됐다. 45도를 오르내
리는 더운 날씨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마을에서 자연 환기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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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레는 “간단한 환기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데 충분한 교실
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대한 적게 투입하고 조금 다른
장치로 큰 효과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척박한 땅에서
케레가 일궈낸 혁신이었다. 그는 첫 프로젝트인 간도 초등학교
로 이슬람 ‘아가 칸 건축상’(2004년)을 받았고, 국제적으로 이
름을 알렸다.
케레가 진흙 학교에 골몰했던 것은 그의 성장배경에 이유가 있
었다. 그는 부르키나파소의 간도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
났다. 그가 태어난 동네는 전기도, 깨끗한 식수도, 학교도 없는
곳이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열이 남달랐던 아버지는
아들이 7살이 되자 도시의 학교로 보냈다. 학교 환경은 열악했
다. 한 반 학생 수가 150명인데 40도가 훌쩍 넘는 더위에 학교
에서 급우가 죽는 일도 있었다.
케레가 2013년 테드(TED) 강연에서 밝힌 일화다. 휴일을 맞
아 집에 들른 케레가 다시 학교에 갈 때면 그는 마을 풍습에

간도 초등학교

쇼게 중고등학교

Primary School @ Erik-Jan Ouwerkerk

LycÇe Schorge @ Francis Kéré (2)

따라 집집이 돌아다니며 작별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때 간
도의 모든 여인이 옷깃을 열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마지
막 동전 한 닢을 케레에게 건넸다. 이 모습에 감명 받은 7살
케레가 엄마에게 물었다. “왜 모든 여인이 저를 사랑하는 거
죠?” 그러자 엄마는 말했다. “그들이 너의 교육에 도움을 주
는 것은 네가 성공해서 돌아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바라서란다.” 케레에게 ‘공동체’가 각인된 사건이었다.

건축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간 마을

스타 건축가 시대의 종말

성취감을 안겼다. 지난해 수상자인 프랑스 듀오 건축가 안 라카

진흙으로 학교를 짓는 간도 초등학교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

세계 건축계가 지역사회로 눈길을 돌린 것은 저성장 시대와도

통과 장 필립 바살은 낡은 공공건축물이나 주거 공간을 주로 리

뒀다. 건물도 잘 지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생겼

연결돼 있다. 신흥 도시들이 앞 다퉈 초고층 건축물, 더 화려한

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다. 밀도 높은 도시에서 공동주

다. 그 덕에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었다. 학교 옆에 선생님을

‘트로피 건축’을 짓는 데 골몰하던 경제 부흥기와 지금의 경제

택의 테라스를 넓혀 개방감을 주는 식으로 살기 좋은 건축물을

위한 주택과 도서관도 지어졌다. 케레는 진흙처럼 주변에서 흔

여건이 달라졌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동

만들려고 노력했다.

히 볼 수 있는 소재로써 나무도 즐겨 썼다. 2016년 부르키나파

시에 스타 건축가가 각광받던 시대도 저물고 있다.

매년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건축계에는 질문

소에 지어진 쇼게 중고등학교의 경우 건물에 나무 외벽을 한
겹 더 둘렀다. 마치 천 같은 나무 벽이 건물 밖을 한 번 더 감싼
덕에 건물 안에 그늘이 생겼다. 그 덕에 전기 냉방장치를 쓰지
않아도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었다.
케레의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의 건설현장을 진
두지휘하며 돈을 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이유이

간도 초등학교
Primary School Extension @ Erik-Jan Owerkerk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콜하스가 운영하고 있는 싱크탱크 연구
소 OMA의 수장 레이니어 드 그라프는 “경제성장과 함께 발
전하며 성공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실생활과 접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눈을 돌리고 질을 향상시
킬지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쏟아진다. 왜 한국 수상자는 없는가. 8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과 비교해 비난하는 투로 묻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프리
츠커상의 경향이 달라졌듯, 한국 건축계에 던지는 질문이 달라
져야 한다. 왜 한국에는 한국인의 삶에 동기부여를 하거나, 산
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건축물이 없는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풀고 기여하는 건축물은 대체 왜 없는가.

기도 했다. 그는 “간도의 젊은 남자가 돈을 벌려면 대부분 시

이에 발맞춰 프리츠커상의 경향도 달라졌다. 2010년 들어 부쩍

박정현 건축평론가(마티 편집장)는 “좋은 건물은 많지만, 특히

골을 떠나 도시로 가다 보니 결국 공동체가 약해진다”며 “이제

지역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건축가가 상을

공공건축물 중에서 한국의 지역을 대표하고, 그 도시의 공동정

는 그들이 시골에 남아 다른 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식구들을 먹

받기 시작했다.

신을 담았다고 꼽을 수 있는 건축물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

여 살리고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마을이 건축을

2016년 프리츠커상을 받은 칠레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라고 말했다.

통해 영감을 얻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저소득층을 위한 ‘반쪽짜리 좋은 집’(half of a good house)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게 행정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

밝힌 수상 소감은 이렇다. “부자라고 해서 물질을 낭비해선 안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집의 절반만 지어주

는 지적이 많다. 지역성이 곧 보편적인 것이 되는 시대에 우리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고 집주인이 열심히 일해 나머지를 짓게 동기부여 하는 프로젝

안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보다 집중한다면, 결국 한국의 사회 문

않아서도 안 된다. 누구든 좋은 품질과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트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정부지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제를 해결하는 건축의 힘을 세계도 주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누릴 자격이 있다.”

있었고, 거주민에게는 일할 동기부여와 집을 마저 완성했다는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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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를 마감하기 위해 설치되는 표면 마감재의 충격음
저감량 측정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

소음을 지우는 사람들도 있다.

K
S
F
2
8
6
5

“아무래도 윗집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이 완전히
다 푹신한 매트로 덮여 있던데요? 층간소음 매트라는
데 화장실 말고는 빈 데가 없더라고요. 아줌마가 아기
낳기 전에 전체 다 시공해놓은 거래요.”
《가해자들》 중에서

소리를 지우는 사람들

서로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부딪히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이런 갈등 속에 사는 이들을 위해

방음 매트 성능평가 기준

정소현의 소설 《가해자들》에는 소음을 만들고,

층간소음이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건설사들은 기술개발에 앞
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체 개
발한 바닥충격음 차단 기술로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
급을 받았다.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아래층에서

소설 속 1111호의 딸이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윗집에 올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이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

라갔다 온 뒤 전한 말이다. 딸과 남편은 무슨 소리가 나

을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해서 검증을 진행했다. 현대건

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계속 작은 소리에

설 역시 특수소재를 추가 적용한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누군

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다 못한 딸이 대신 윗집에 다

이 구조를 적용한 건설 현장에서 실증시험을 진행해 역

가의 바닥이 누군가에게는 천장이 된다. 이로 인해 각자

녀오고 이 말을 한다. 실제 소음이 지나치게 컸다기보다

시 중량충격음 차단 1등급인 39dB 성능을 공식 확인받

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천장, 바닥, 벽을 타고 이

는, 1111호 엄마가 마음의 병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예민

았다. KCL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중량충격음 차단

웃집으로 넘어간다. 《가해자들》(현대문학 펴냄)에서는

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기술에 대해 차단성능 1등급을 공식 인증했다.

아파트에 모여 사는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층간소음 갈

실제로 층간소음 방지 완충재 중 국가표준 시험방법에

등을 다뤘다. 작가는 층간소음을 ‘외로움이 만들어 낸

따른 평가를 진행한 제품은 그 성능을 신뢰할 수 있다.

소리’로 묘사해, 등장인물 각자가 가진 아픔과 고통, 외

KS F 2865는 매트, 카펫, 마루, 장판 등 바닥구조의 상

로움이 소음에 실려 서로에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렸

부를 마감하기 위해 설치되는 표면 마감재의 충격음 저

다. 《가해자들》의 등장인물들은 소음의 실체를 찾아내

감량 측정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이다. 시험 장비, 시험

고 되갚아주는 데 인생을 걸다시피 한다. 이 과정에서

실 환경, 측정 방법 및 시험 시간, 충격음 저감량 산출

그들은 필연적으로 서로를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서

방법 등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해머와

로에 대해서 알게 된다. 소음이란 결국 상대를 자신에게

같은 충격원이 바닥을 치는 방식으로 충격음을 만드는

로 불러낸,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이 담긴 또 다른 목소

데, 마감재 설치 전과 후의 상황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리였다. 이로써 하나의 시공간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

뒤 그 차이를 측정하여 저감 성능을 평가한다. KCL에서

수밖에 없는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는 KS F 2865에 따른 바닥 표면 마감재 충격음 저감량

,

외로움이 만들어 낸 소리

들 려 오 는 소리

천장 너머 윗집에서

KS F 2865는 매트, 카펫, 마루, 장판 등 바닥구조의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문의 | KCL 음환경센터 043-210-8965

시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가해자들> 정소현 지음, 현대문학 펴냄
‘층간소음’을 소재로 현대인의 고통을 내밀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2020년 《현대문학》 1월호에
발표한 소설을 퇴고해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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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는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에 자리한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

79

6층에 이탈리안 컨템포러리 레스토랑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을 오
픈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인 마시모 보투라와 협업해 최상급의 요

잊지 못할 순간을 팝니다

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구찌의 미학적 요소를 반영한 인테리어, 가
구, 식기 등으로 구찌만의 문화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고객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경험 마케팅’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시몬스

시몬스
침대 브랜드 시몬스는 강남구 청담동에 ‘사퀴테리(육가공식
품)’ 컨셉으로 꾸민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를 오픈했다. 정
육점 특유의 붉은 조명 아래 메모지, 농구공, 양말 등을 판
매하는 잡화점이다. 침대를 찾아볼 수 없어 더욱 색다르다.

사진 구찌

매력적인 인테리어와 굿즈들로 공간을 꾸며 MZ세대에게 ‘인
증샷 성지’로 자리매김해 줄 서는 가게가 됐다.

브라이틀링
스위스의 럭셔리 워치 메이커 브라이틀링은 한남동
에 브랜드 최대 규모의 부티크 ‘타운하우스 한남’을
오픈하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뿐만 아니
라 카페와, 브랜드 최초 레스토랑인 ‘브라이틀링 키

’
스
이
레
플
‘핫

험
체
이색

친’을 열었다. 셔츠나 가죽재킷, 모자를 구입할 수 있
는 기프트숍도 있다. 브라이틀링 CEO 조지 컨은 이
공간을 하나의 건물에서 브라이틀링의 모든 것을 경
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온(On)택트’를 찾는
사람들
구찌 매장에서 햄버거를 팔고, 시몬스침대 매장에서 수세미를

계기를 준다. 브랜드가 문화콘텐츠의 일환으로 만든 놀이 공간

판다. 최근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공간에서의 경험을 즐기고

브랜드 스토어가 늘고 있다. 심지어는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판

브랜드의 취향과 철학에 공감하며 팬덤이 형성된다. 오프라인에

매하지 않는 곳도 있다. 주력 상품의 매출을 담당하지 않는 이른

서의 ‘인스타그래머블’한 경험은 디지털 세계에서 주목받기에 좋

바 ‘집객 공간’이다.

다. SNS에 올라온 사진은 널리 퍼지며 입소문을 낸다. 수백, 수천

하이트진로

이 같은 현상은 온라인과 비대면이 주를 이루는 시대에 역설적

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의 주력 제품과 달리 식음료와 굿즈

하이트진로에서 오픈한 ‘두껍상회’도 누적 방문객 수 18만 명을 기록하며 ‘핫 플레이

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향을 맡고, 손으로 만져보며 촉

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매일 찾아 먹을 수도 있어 소

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프라인 경험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에 따른

비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가격대로 브랜드를 경험하고 소유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디지털이라는 대세 속에서 오프라인 공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객과 브랜드 간 파트너 관계를 오래도록 이

에서의 고객 경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어가는 저변을 만들어 놓고,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의 제품 소비

오프라인 공간은 고객이 브랜드와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로 이어지게 하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사진 하이트진로

스’로 거듭났다. 하이트진로는 리뉴얼한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해 굿즈를 제작하고 오
프라인 팝업 매장을 열었다. ‘어른들의 문방구’를 표방하는 두껍상회에서는 170여
종의 굿즈를 판매한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홈쏘맥잔’으로, 지난 1월까지 운영한
강남 스토어에서 3만여 개가 팔렸다. 테라 맥주상자 모양 병따개, 참이슬 백팩, 두꺼
사진 브라이틀링

비 캐릭터 피규어 등도 판매한다. 두껍상회는 2020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
하며 팝업스토어 형태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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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 MBTI
현명한 활용법

MBTI 결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MBTI 4가지 선호 지표

E| I

실생활 깊이 자리잡은 MBTI,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얼까?

외향형 ◀▶ 내향형
Extroverts | Introverts
정신적 에너지와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

IN
TJ

S|N

MBTI는 어떤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두 성향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알아보는 원

P
EST

리다. 대표적인 예가 외향을 뜻하는 E, 내향을 뜻하는 I다. 한데 모든 사람이 E 또는 I의 양극

INT

P

단으로 나뉘는 것은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다. 상황에 따라서 두 극단을 오가거나, 중간 어딘가에
자리하는 사람도 있다. MBTI는 ‘경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같은 유형이라고 성격이 같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향을 공유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 이에 최근의 MBTI 연구에서는 E와 I라는 대표
적인 구분에 더해 성격 유형 요인에 따라 다섯 가지의 세부 기준을 추가했다. 관계에서 능동적인지 수동적인
지,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나 잘 드러내는지 혹은 신뢰하는 사람과만 공유하는지,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지 깊고 좁은 관계를 맺는지, 활동적인지 사색적인지, 열성적인지 정적인지 등이다. 전체적인 성향은 E에 가까
워도 세부 기준 중 어떤 것은 I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파악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MBTI 결
과는 ‘우열’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에 좋은 결과, 나쁜 결과라는 것은 없다.

감각형 ◀▶ 직관형
Sensors | iNtuitives
정보수집 등의 인식 기능을 표현하는 지표

T|F

IS
TJ

MBTI 검사 결과가 알아보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꾸준히 좋아하고 편안해하
는 것이다. 한데 지금 좋아하는 것과 과거에 좋아한 것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MBTI 검사
를 할 때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사회적 가면인 ‘페

사고형 ◀▶ 감정형
Thinkers | Feelers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지표

ES
FJ

J|P

ENFP

르소나’를 쓰고 답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

검사를 할때마다

다. 다만 이렇게 결과가 달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른 결과를 변별할 수 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검사 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결과에 관한 정보들을 나누면서 어떤 환경에

뭘까요?

영향을 받아서 그런 답을 선택했는지 변별할 수 있다.

판단형 ◀▶ 인식형
Judgers | Perceivers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 적용된
실제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지표

인터넷의 MBTI 결과, 믿을 만할까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된 간이 검사는 실제 MBTI 검사와는 다르다. MBTI 정식 문항과 같은
내용이 없고, 응답 형태도 다르다. 공식 MBTI 검사는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이분 문항이고, 간이

IS
FJ

검사는 동의와 비동의 사이에 체크 항목이 여러 개가 있다. 또한 공식 검사는 검사에 대한 오리엔테
이션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과 상담까지 받게 된다. 그만큼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Myers-Briggs-Type Indicator

ESTJ

캐서린 브릭스(Katharine C. Briggs)와 이사벨 마이
어스(Isabel Briggs Myers)가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인간 본성을 연구해 만
든 성격유형검사도구다. 타고난 심리적 경향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야를 넓혀 보다

ISTP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FP
ES

TJ
EN

가 높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온라인의 간이 검사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접근하여 즐기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보다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길 원한다면 공
식 검사를 받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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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KCL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
KCL이 기업과 제품 신뢰도를

PHOTO QUIZ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의 유관 기관으로, 대한민국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

KCL LIFE 여름호를 읽고 정답을 맞혀보세요

매김하고 있습니다. KCL은 건설, 에너지, 생활안전, 물류, 부품 소재,
이차전지, 전기기기, 조명기기, 의료기기, 보건환경, 바이오 등 산업

높여드립니다

전 분야의 시험·평가·인증과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ESS 산업,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공기질, 화재안전,

사진 속 장비를 갖춘 곳은 어디일까요?

기후환경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와 기술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전 분야 시험·평가·인증, R&D, 컨설팅
최고 인프라와 기술력, 인력. 시험·인증 분야 삼박자를 갖춘 KCL은
산업 전 분야에서 시험·평가, R&D, 인증·심사, 교육·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HINT
44 PAGE

① 그린소재센터
② 전동화구동센터
③ 어린이제품센터

시험·평가
건설, 에너지, 부품 소재,

KC, KS 등 법정 강제·임의 인증

전기·전자, 화학·환경,

및 검사, 조달 물품 검사를 통해

의료·바이오, 생활안전,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

모빌리티, 화재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R&D

립니다. 응모 마감일은 7월 31일이며, 당첨자는 기재해주신 휴

국내외 표준화 연구 등

시험 측정, 품질관리 분야 교육을

연간 65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통해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KCL CHANNEL

공식 블로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

02-2102-2500

02-3415-8700

김✽기(1518), 장✽별(8794),

교육·컨설팅
지정되어 법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공✽희(2623), 김✽라(6247),

이✽근(4740)

대폰 번호로 안내합니다.

구축사업, 기술 및 정책 개발,

서초행정관리동

▼
▼
HINT
30 PAGE

지난호 당첨자(휴대폰 번호 끝자리)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

1998년부터 KOLAS 교육기관으로

가산시험연구동

③ 고분자소재센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응모 페이지에서 퀴즈

정부·민간 R&D, 시험·인증 기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② 유통물류기술센터

KCL LIFE에 참여하기

인증·심사

있습니다.

① 의료환경센터

공식 유튜브

공식 인스타그램

공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