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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ESS 화재안전성 시험 인프라 갖춰 기술안전을 선도하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함께 정부에서 발주한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2022년 3월까지 20개월 동안 총 6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삼척 

소방방재산업연구단지 안에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구축한다. 9개의 국내외 산·학·연구기관 6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를 통해 구축될 30MW급의 실화재 시험 인프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사업을 보다 안전하게 키워내는 KCL의 새로운 사업을 만나보자.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

수행기간: 2020. 8. 1. ~ 2022. 3. 31.(20개월)

주관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참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외 5개* 

구축장소: 강원도 삼척시 소방방재산업단지 내

총사업비: 698억 원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중앙대학교

제품 완성도 높이는 기술안전의 산실,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 개요 

6 7



“ESS 인증 넘어 

사회 안전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최정윤  수석연구원 

KCL 건설본부 방재기술센터

(KCL 총괄책임자)

ESS 화재 사고의 원인을 말할 때 어느 한 단위의 부품을 원인으

로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기후 등 영향도 다양하고 수

많은 경우의 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출을 위주로 하다 보니 

ESS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업계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

니다.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는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검사가 

가능해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센터는 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에서도 

30㎿가 가장 측정 규모가 큰데 저희는 순간 최대 화력 40㎿까지 

가능합니다. 힘든 점이 있다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

는 것이지만 곧 세계 최초라는 자부심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제품 제조나 공산품에서 세계 최고인데 안

전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이번 센터 구

축을 통해 세계가 우리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센터가 구축이 되면 1차적으로 정부 핵심 정책지원 사업의 취지

대로 ESS 화재 안전성 검증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규모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실험

들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파생되는 시험 인증 분야도 많을 것

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지하지 못하는 위해요인들이 발생될 경우 전지 내부에 데미지를 

가해 열폭주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국내외 ESS 시스템에 대한 시험방법 및 설치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배터리, PCS 등 ESS 구성품에 대한 인증기준과 화재시험 

결과에 따른 ESS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가 완비되어 있지만, 국

내는 ESS 시스템이나 화재 시험평가방식과 이 결과를 적용하는 

ESS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최종 목표는 KC 도입을 위한 이차전지 화재안

전성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차 사고조사에서 배터리 결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셀 간 또는 모듈 간 전압 불균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험평가

법을 개발하고, 각종 위해요소가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

고 이를 사전에 감지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한다.

또한 열폭주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이차전지 화재시험 기반

으로 화재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한국형 ESS 시스템 화재 안

전기준과 설치 운영기준을 제안한다.

3,500㎡ 규모에 30MW급 풍동설비 등 첨단인프라에 

세계의 이목 집중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전문 검증센터는 화재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전기적 위해 모의실증 시험장과 화재피해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이

차전지 화재시험센터로 이원화하여 구축한다.

전기적 위해 모의시험장은 이차전지 랙에 전기적 위해가 가해졌을 

때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단락으로 열전이가 발생되

어 화재로 진행될 경우 집진시설과 스프링클러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별도의 공간도 구비하고 있으며 

전체 시험과정은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는 ESS를 포함한 대형 화재시험이 가능하

도록 약 3,500㎡ 규모로 구축될 예정으로, 시험장에는 이중기둥이 

적용되고, 이동식 천장이 설치되며, 안전벽과 바닥을 만들고, 내화

성 및 내습성이 확보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풍동설비는 30MW급으로 순간 최고 40MW까지 측정 가능하게 구

축한다. 보통 승용차가 완전 연소될 때 6~8MW의 화력이 발생하

는데, 30MW급은 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의 전소 시험이나, 대량의 

물건들이 쌓여있는 물류창고의 화재실증시험 등도 가능해진다.

그 밖에 유해가스 정화를 위해 분당 10,000m3 규모의 집진설비와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며 스프링클러 천장 및 소화약제 시험기반

을 구축한다.

세계 유수의 화재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연구 실시

세계적으로 300kWh급의 배터리 열전이 실험을 수행한 경험은 아

직 없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시설 규모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

이다. 2019년 미국 FM 글로벌의 124kWh급 시험이 현재까지 수행

된 최대 규모 결과이며 외삽을 통한 예측은 ESS 랙 구성방법에 의

존하기 때문에 실증 및 모델링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을 영국 Ulster 

대학이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화재시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경제, 시간 단축을 통한 최적

화 전략, 즉 스케일링 실험방식, 시설의 내구성 및 독성가스 확산 범

위 및 밀도에 대한 실증 및 모델링 연구를 미국 Case Western 

Reserve 대학과 중앙대학교에서 수행하게 된다.

업계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중요한 사업

이번 사업은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화재시험장 구축을 통해 화재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ESS 화재방지를 위한 한국형 시험방법 및 운용절차서를 개발하며 

설치기준, 운용절차 및 소화방재 기술 개발까지 개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이차전지 및 화재시험에 대한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였다. 주관기

관인 KTC는 2015년부터 228억 원 규모의 대용량 ESS 인증시험기

반구축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와 전력변환장치 분야 성능 시험 기반

KTC·KCL, ESS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세계적 시험 

인프라 구축사업 수행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산이라는 정부 정책에 힘입

어 ESS의 보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사고 발생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이후 28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 중 4건

의 화재사고 원인으로 배터리 이상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차전지 

업계는 동일 제품을 해외에 설치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따라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배터리 이상으로 보기 어

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워 국내 

ESS 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안정적인 ESS 확대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발주한 ‘대용량 이

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을 한

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이 수행하게 되었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

지 총 2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내외 9개 연구기관 60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ESS 전체를 통합 관리

하는 PMS, 교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PCS와 저

장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전력공급시스템 안정화, 에너지 이용 효

율 향상, 계통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SS 시스템에 위해 요소가 발현될 경우 차단기 또는 BMS 

등의 안전장치가 1차적으로 위해요소를 제거해 주면 화재로 진행

되지 않지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안전장치가 미처 

Mini interview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삼척 실화재시험장보다 2배 더 큰 규모로 건립될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조감도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삼척 실화재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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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완료한 경험이 있고, KCL은 화재시험 전문기관으로 ‘19년 

한 해 동안 3,800건 이상의 실화재 시험을 수행해 관련 노하우가 

풍부하다. 

이차전지와 화재시험 분야의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ESS 화재안전

성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양기관의 화재시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재

시험장을 건립하여 업계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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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 컨소시엄 Kick-Off 워크숍 개최

ESS 화재안전성 사업 구축으로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은 친환경 인프라, 스마트 기기, 차

세대 이동수단 등에 활용되는 미래 산업이다. 특히 대용량 이

차전지 사업은 국내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어서 제품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KCL을 

포함한 11개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ESS의 화재안전성

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해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6~17일 양일간 KCL 삼척 실화재시험장에서 ‘대용

량 이차전지 개발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1차 Kick-Off가 열렸다. 사업 주

관기관인 KTC와 참여기관 KCL, 방재시험연구원, 중앙대학교,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사업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 기관이 맡은 부분에 대해 발표하고 협의했다.

이날 참석한 KTC 제대식 원장은 “어렵게 수주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

고, KCL 윤갑석 원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화재안전평가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컨소시엄 참여 기관이 협력해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사업은 연구원 4개, 협회 2개, 대학 3개, 지자체 2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 8월 1일에 시작해 2022년 

3월 31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목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

도(KC) 도입을 위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ESS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화재 피

해를 저감하는 한국형 화재안전 시험 평가 방법 및 운용 절차

를 개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 평가 인프라 및 전기적 화

재안전성 전문 검증센터를 구축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ESS 실화재시험 인프라 구축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검증센터는 사업이 끝나는 2022년 

3월까지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30MW급 화

재시험설비로 순간 최대열량 40MW까지 측정 가능할 것으로 

참여기관 연구 내용

KTC
• 전기적 위해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용절차서 개발

• 시험인증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검증 장비 구축

KCL
• Ul9540A기반 ESS 화재안전성 시험평가방법 기술개발

• 열전이 화재시험챔버, 시험인증평가를 위한 시험 및 검증장비 구축

한국전지산업협회 • ESS 이차전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열 폭주 시험방법 개발

방재시험연구원 • ESS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 설비 및 소화약제 설계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국내 ESS시스템 관련 기술 기준 조사 분석 및 구축 시설별 위험성 평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ESS 전기적 위해 관련 항목 도출 및 시험 방법 표준 초안 개발

중앙대학교 • ESS 화재 시험 폭압 규모 검토, 발생 열류량 고려 바닥설계, 유해가스 확산 규모 산정

<표> 참여기관별 연구 내용

예상된다. KCL이 기구축한 10MW급 시험장은 승용차 한 대의 

전소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시험장은 트럭이나 버

스의 전소 시험이나, 승용차 3대를 나란히 두고 화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다. 이를 통해 화재안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소화약제의 개발과 제품의 유효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도 구축된다.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가능성 시험이나 

소화약제가 물에 녹았을 때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시험 센터도 

구축할 계획이고, 화재사고 조사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해 사

회 안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글
 K

C
L 홍

보
실

  사
진

 K
C
L 홍

보
실

, 강
권

신
K

C
L &

 SP
E
C

IA
L

+
 S

P
O

T
LIG

H
T
 ①

01

02

Kick-Off 워크숍에서 KCL을 

비롯한 참여기관들이 ESS 

화재안전성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힘찬 각오를 다짐했다. 

KCL 윤갑석 원장은 인사말에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01

02

03, 04, 05 현재 삼척 실화재시험장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화재시험장비 

수직가열로(Fire Resistance Test Furnace) 스테이너 터널시험기(Steiner Tunnel Tester) 라지스케일 칼로리미터(Large Scale Calorimeter)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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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다 
e-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을 지칭한다. 이동수단의 구동 방식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전환되는 

전동화(Electrific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선언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예고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e-모빌리티 시험인증・시설・장비 구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강원도-횡성군-도로교통공단-

강원테크노파크와의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30개월 후 세계적인 수준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수행하게 될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미래차를 위한 투자, 선택이 아닌 필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

이는 완전자율주행차 등 어릴 적 공상과학영화에서 본 자동

차를 이제 곧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15일,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2027

년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를 여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 산업이 크

게 도약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동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

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 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

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제

도·인프라 완비, 60조 원의 민간투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

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전 차종

을 전기·수소차로 출시해 국내 신차 판매 비중의 33%로, 세

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다. 더불어 자율

주행차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상

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산업생태계

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 총 2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 부품기

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2019년 기준 4%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차 시장 선점,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상용화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

표로 내걸고 관련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먼

저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국제표준을 고려한 

차량 무선통신,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정밀지도, 도

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교통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교통관제, 차량 센서의 인식률 개선을 고려한 도로 등 4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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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산업 육성의 메카,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개요 

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안전관리, 사고

에 대비한 처리 규정 등도 2024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3인 부분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만들었고,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 및 판매도 허용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이 되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의 공간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인포테인

먼트(Infotainment) 기술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 실

내에는 디스플레이 대형화를 비롯해 취미 활동 및 개인의 성

향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개인이동수단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라고도 불리는 개인이동수단은 대개 전기

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동휠(외발휠·듀얼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초소형 전기차, 노인이나 장

애인의 이동을 돕는 전동휠체어 등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은 2016년 6만 대 수준이던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2022년까지 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e-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가장 큰 숙제는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문제다. 초기 

전기차의 경우 작은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짧아 충전을 자주해야 했다. 충전 인프라도 충분

하지 않아 실제 운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는 대용량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1회 충전으로도 충분

한 주행거리를 확보한 모델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충전 기술의 발전으로 충전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기차의 

편의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주요 거점에 마련되는 급속·초

고속 충전 인프라와 홈차징(Home Charging) 시스템의 조합

은 기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다. 

e-모빌리티, 자동차 제조 산업의 주도권 바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은 이동성, 전동화, 연결, 자율주행이라는 4가지 큰 카테

고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중이다. 이동성은 자동

차를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어 가며 유통의 

대변혁을 이끌고 있다. 반면 전동화는 각국의 탄소배출 기준

이 한층 엄격해진데다, 미래차의 4가지 카테고리 모두 전동화

와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전

동화에 따른 또 다른 큰 변화는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기업의 

수평적 밸류체인(Value Chain)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그간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제조사가 주도하고, 필요한 부품을 부

품기업이 공급하는 구조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핵심 부품, 특

히 배터리 기술과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기존 자동

차 제조사가 아닌 배터리 제조 전문기업이다. 이 때문에 e-모

빌리티 관련 부품기업과 신생 기업들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동화 부품 및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CL,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실증주행시험장 구축 예정

KCL도 e-모빌리티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KCL은 지난 5월,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8월 11일, 강원도-횡성군-도로교통공단-

강원테크노파크와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디

뎠다.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최종목표는 e-

모빌리티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및 서비

스 실증 개발지원, 시험인증 지원이 가능한 산·학·연·관 협

력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 진출 지원이다. 이를 위해 KCL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12-10 일대 263,202m2(8만 평)

에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지하 1층, 지상 3층)와 e-모빌리티

실증주행시험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다 

현재 국내에는 세 곳의 미래차 관련 시험·인증기관이 운영되

고 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초소형전

기차 및 PM 특화 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완성차 충돌 

및 모터 시험 평가를 진행한다. 광주 그린카진흥원은 내연기

관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사업을 확장, 관련 핵심 부품 장비 구

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자율주행차 중심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에 구축될 KCL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완공된다. 이곳은  e-모빌리티에 특화

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을 연계 지원하고, 도내 기구축 연

구시설장비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설계제작을 지원하며 기존 시

험·인증기관과는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제품 설계, 제작,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정성 시험장비 24점, 실차 전자파 적합성 시

험장비 5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1점 등이 들어선다. 이를 통

해 관련 기업이 최고의 품질과 내구성을 갖춘 e-모빌리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실증 시험을 위한 e-모빌리티실증주행시험장은 고속

주행도로, 도심생활로, 굴곡주행도로, 등판로, 직선주행로, 선

회시험로, 종합시험로 등을 갖추게 된다. 이밖에도 가드레일 

방음벽 등 도로 주변 시설물까지 재현해 전기차가 실도로 주

행 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조건에서 완벽한 시험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e-모빌리티 관련 부품 시험·인증을 위한 최첨단 설

비와 실주행 성능 시험장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시험 기반 시

설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테스트 

베드와 다르게 일반 업체들에게도 서킷을 개방해 관련 업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KCL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e-모빌리티 PG 시험

장 구축, 배터리 평가 시스템 및 EMC 장비구축, e-모빌리티 

관련 기준 정비 및 자기인증 규격지원, 강원형 일자리 상생 

사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며, 세계적으로 5년 이내 75조 

원 규모로 커질 e-모빌리티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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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기반구축) 배터리 특화시험인증 설비 구축 

(연계) 기반구축 연구시설장비 연계 활용 

(인제 튜닝클러스터) 설계/제작, 서킷 기반 완성차 시험 

(영광 e-모빌리티) 구동 모터, 완성차 충돌 시험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시험장비 구축 

실증 및 인증 시험을 위한 주행 성능 시험장 구축 

종합시험로, 직선주행로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

R&D 제품의 효과성 검증과 문제점 보완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통한 기업지원

- 주관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참여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강원테크노파크

- 결과 활용기관: 디피코, 성우모터스, 스템코, 삼성SDI, 

    LG화학, 현대모비스, 캠시스, 대창 등 46개 기관

- 총 사업기간: 2020. 5. 1.~2022. 10. 31.(30개월)

- 총 사업비: 47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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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닻을 올리다  

e-모빌리티실증주행시험장, 

미래 이동수단의 발전을 이끈다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성공을 지원하다 

지난 8월 11일, KCL은 강원도-횡성군-도로교통공단-강원테

크노파크와 횡성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에 발맞춰 미래차 신

뢰성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및 실도로 기반 

실증평가·인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이뤄

졌다. 업무협약식에는 KCL 윤갑석 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장신상 횡성군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성인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 등 5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CL과 참여 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정보·인력 교류, 연구 및 교육사업 협업, 프로그

#1 #2

램 운영 및 활용 시 상호 협력, 연구시설과 소프트웨어 관련 

교류 및 공동이용 등을 추진한다. 또한 e-모빌리티 기업지원

센터를 통해 e-모빌리티 생산 및 소비 연계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제품의 시험·인증 평가 기반 역량 강화

를 지원해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를 이끌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KCL 윤갑석 원장은 “주관기관으로서 강원도와 

횡성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e-모빌리티 기반 구축사업

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

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KCL이 사업을 맡아줘 미래차 산

업 발전을 위한 행보를 더욱 촘촘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동진 센터장 

KCL 융합전기본부 모빌리티센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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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L이 구축할 e-모빌리티실증주행시험장(P.G)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e-모빌리티실증주행시험장(P.G)

이 미래 이동수단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은 무

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엔진에서 배터리 및 모터로 바

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기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차량을 목적별(캠핑카, 구급

차, 샤워차, 도서관차 등)로 소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며 특정 몇 개 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소규모 완성자동차 

업체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전기자동차 시대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시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성자율차에 대한 정적·동적 시험은 완성자동차에서도 극

비에 해당하는 시험이라 부품 업체가 자사의 부품을 장착하

고 완성차에서의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있습

니다. 이에 KCL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알고 자동차 부품 업체 

및 중견 완성차 업체가 더 앞서가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Q. 글로벌 완성차 기업 등은 이미 차량 주행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완성차 주행시험을 위한 

시험장이 국내에 몇 곳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실증주행시험장(P.G)만의 특화된 점은 무엇

인가요?

횡성에 구축될 e-모빌리티실증주행시험장은 국내

는 물론 국제규격에 맞는 시험장으로 구축하여 초소형 전기

차 유럽 수출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영국의 VCA인증을 e-모빌리티실증주행시험장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인제에 구축되

어 있는 테스트 베드는 향후 e-모빌리티실증주행시험장이 

만들어지면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인제는 24Km 산악 실도로 테스트 베드가 있어 레벨 5의 산

악 도로기반 테스트 베드를 제공합니다. 24Km 이내에 언덕, 

내리막, 커브(34개), 고속주행로 등이 자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의 핵심인 야간에 빛이 없는 

시험을 할 수가 있어 레벨 5단계의 자율차를 테스트하기 위

한 최적의 조건입니다. 

Q. 현재 KCL 모빌리티센터의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KCL 모빌리티센터는 완성자동차 시험이 가능합니다. 

로드시뮬레이터 시험, 롤오버테스트, 서킷 주행시험,  CAN 

DATA 취득, 시뮬레이션 시험, 자동차 소음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몰드 및 3D 제작시스템 등 주행시험을 통한 부품의 신

뢰성 및 완성자동차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

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열린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은 e-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8월 13일. 강원도 횡성에서 e-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Kick-Off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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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안전과 중소·중견기업의 힘이 되고자 성실하게 걸어왔습니다. 

KCL이 새롭게 창간한 <KCL LIFE>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기업의 성장을 꽃 피우는 

‘KCL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사회 신뢰제고의 기초를 마련하는 

‘KCL의 가치’를 재발견해봅니다.    

   신뢰감을 주는 서체로 기관의 정체성을 표방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인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에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

잇        다 

 안전을 잇고 
성장을 잇고
미래를 잇다 

<KCL LIFE>

창간했습니다!

제호 KCL LIFE가  담고 있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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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그린뉴딜이 가져올
미래와 변화

SYNERGY+ 

광투과성·난연성 강화로 
자연채광 시스템 새 장 연다

GROW INSIDE

시험측정 전문가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기UP스토리 

아주큐엠에스, 모바일 골재입고・
출하 챗봇 서비스 출시 

같이, 가치 

KCL연구회 회원사 탐방 (주) 동수건설

TECH INSIGHT ① 

마스크 시험 인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다 

TECH INSIGHT ②

반려동물 산업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KCL 바이오본부 

R&D

자연노출과 인공광원 노출 결합 
시험방법으로 국제표준 제정

KCL BIZ 

태양광 미래 이끄는 BIPV, 
성장의 밑바탕에는 KCL이 있다!

KCL의 얼굴들 

CO₂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환경 보호와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가다 
- KCL 호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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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이야기

KCL과 함께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HOT PICK ①

환경을 위한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및
표시 의무화 제도, 
KCL과 함께 준비하세요! 

HOT PICK ②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과 
기술의 고도화를 향한 디딤돌이 되다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KCL TOON  

국내 최고의 시험·인증기관 
KCL 사용 설명서  

KCL 뉴스

KCL 큐레이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KCL의 노력



방역당국이 하루도 빠짐없이 강조하는 방역수칙 첫걸음은 ‘마스크 쓰기’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쓴 경우보다 감염 가능성이 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이다. 집단 감염의 

사례에서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

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감염을 피했다는 점에서 거듭 마스크의 힘이 확인됐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지난 7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잘 쓴 덕분에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본 교

인들이 모두 음성이 나왔고, 좁은 차량 안에서 확진자와 1시간 이상 동승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추가 감염을 막기도 했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사례로 설명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린 지금,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법이 됐다. 

마스크 시험 인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다

KCL & TECH 글·사진 KCL 홍보실  도움말 지창민 KCL 건물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TECH INSIGHT ①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마스크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허위·과대 광고 등

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질 나쁜 제품도 같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스크는 

사용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표준화되고 검증된 성능평가 과정을 거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KF99·94·80), 수술용(덴탈) 마스크, 비말 차단용(KF-AD) 마스크 등 3가지 종류의 

마스크만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다. KF 등급은 식약처가 입자 차단 정도에 따라 ‘KF80’과 

‘KF94’, ‘KF99’ 등 3가지로 등급을 나누며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에는 ‘KF’가 표기돼 있다. 뒤

에 붙은 숫자는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인증 기준이다.

KF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지정한 의약외품 마스크시험검사기관에서 엄격한 검사를 통

과해야 하는데, 대표 기관 중 한 곳이 KCL 건물에너지센터다. 건물에너지센터는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성능을 시험하며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센터에

서 진행하는 보건용 마스크 시험 검사 주요 과정은 먼저, 시료전처리 과정을 거쳐 미세 비말을 얼

마나 걸러내는지를 살피는 ‘분진 포집 효율’ 시험이 있다. 이는 마스크를 고정한 뒤 분무기 장비를 

통해 30초 정도 비말과 먼지를 뿌려 투과율을 살펴보는 실험이다. 걸러지는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코로나19 시대, 방역 실천의 기본은 마스크 착용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정한 마스크시험검사기관으로 기업이 생활 방역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해왔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KCL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들여다본다. 

마스크 착용은 

국민 모두의 안전

KCL 마스크 시험 인증, 

국민의 건강한 삶 조성

TECH
 IN

SIGH
T ①

코로나19 대응 보건용 마스크 시험 검사 과정

허가용: 3일

품질관리: 1일

1일

1일

1

시험의뢰서 접수

의뢰내용 적합성 검토

2

시료 수령, 기준 확인

수량 및 종류 확인

4

성상, 형상

육안관찰 및 치수 측정

5

색소, 산 또는 알칼리

색 확인, 비교액 비교

6

형광, 포름알데히드

형광 시험, 비교액 비교

3

시료전처리

38℃, 85% R.H. 24시간

4

포집효율

Nacl 6개, 파라핀 오일 6개

4

누설률

10명 피실험자, 40분/명

5

안면부 흡기저항

6개 시료

6

머리끈 인장강도

3개 샘플

7

데이터 취합, 정리

Raw data, 사진, 분석노트

8

성적서 작성, 검토

형광시험, 비교액 비교

마스크 누설률 시험 

20 21



TECH
 IN

SIGH
T ①

KF 등급을 받는다. 이후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때 공기가 얼마나 새는지 측정하는 ‘누설률’ 

시험 등을 더 거친 다음 ‘안면부 흡기저항(마스크 착용 후 숨쉬기 편한 정도)’, 포름알데히드 포함 

여부와 마스크 단면 검사 등 이외에도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시험 가운데 단 하나라도 기준

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

KCL은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으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 국내 마스크 수급 지원을 목적으로 의

뢰하는 경우 마스크 시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며 품질관리와 허가 건에 대해 최대 1주일 

내 처리하는 것을 방침으로 했다. 보통 누설률, 포집효율이 45일, 기타 항목이 7일이 소요되는 것

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처리기한에서 45일이나 단축시킨 셈이다.

식약처에서 제정한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건용 마스크의 경

우 분진포집효율시험,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누설률 시험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이물질

을 차단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품목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면부 누설률 시험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활동 시 공기가 새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누설

률 챔버는 청정도 ISO등급 7을 만족해야 하고, 챔버 내에 분무되는 염화나트륨 에어로졸과 파라핀 

오일 미스트의 농도와 입경을 정해놓았다. 시험대상자가 직접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 행동을 한 

후 염화나트륨 에어로졸과 파라핀 미스트 오일의 농도를 다시 측정하여 결과를 얻는데, 이 과정에

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제조사의 입자 계측장비를 보유하여 비교검증하고 있다.

분진포집효율시험은 시험용 마스크를 검사장비에 넣고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이나 파라핀 오일 미

스트를 분당 95L의 유량으로 안면부에 통과시킨 다음 통과 전후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시험 모두에 사용되는 염화나트륨 에어로졸, 파라핀 미스트 오일의 입자 사이즈와 농

도가 중요한 만큼, 이의 검증을 위해 SMPS(Scanning Mobility Paricle Sizer)라는 최상위 입자계측

기를 보유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2020년 하반기에는 마스크 세균여과효율(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시험 서비스를 개시

할 계획이다. 세균여과효율이란 박테리아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부직포 10cm×10cm 5

개를 검체로 황색포도상구균을 배양하여 각 시료의 균 집락수를 측정한다. 교체용 필터가 세균여

과효율 95% 이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KCL은 식약처 기준 외에도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시험재료학

회) F2101-19 등 BFE 관련 해외 규격 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KCL에 시험을 의뢰한 기업이 이 성

적서를 활용하면 해외 무대로 진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순도 시험

누설률

안면부 흡기저항

•색소: 마스크를 잘게 절단 후 초순수에 넣어 색 발현 확인

•산 또는 알칼리: 페놀프탈레인 및 메틸오렌지 시액에 절단한 마스크를 넣어 각각 홍색, 적색 발현 여부 확인

•형광증백제: 마스크에 자외선을 쬐여 형광 여부 확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틸아세톤 시액에 절단한 마스크를 넣은 후 크롬산칼륨 비교액과 색의 진함 여부 확인

•본 품 3개와 전처리(38±2.5℃, 85±5% RH에서 24±1시간 동안 보관 후 실온에 4시간 방치)제품 3개를 시험용 검체로 활용

•마스크 본품 및 전처리 제품을 10명의 시험대상자가 착용하고 6km/h의 속도로 런닝머신을 걸으며 5가지 행동을 하였을 때 누설률 측정

•5가지 행동(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2분간 걷기, 좌우로 머리를 움직이며 2분간 걷기, 위아래로 머리를 움직이며 2분간 걷기, 

   큰소리로 말하며 2분간 걷기,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2분간 걷기)

•각 행동 시 시험 챔버 내부에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을 분사하여 챔버 내부 및 마스크 내부의 농도를 통해 누설률 산정

•본 품 3개와 전처리(38±2.5℃, 85±5% RH에서 24±1시간 동안 보관 후 실온에 4시간 방치) 제품 3개를 시험용 검체로 활용

•염화나트륨 시험: 마스크 본품 및 전처리 제품에 95ℓ/min의 유량으로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을 통과시켰을 때의 분진포집효율 측정

•파라핀 오일 시험: 마스크 본품 및 전처리 제품에 95ℓ/min의 유량으로 파라핀 오일 에어로졸을 통과시켰을 때 분진포집효율 측정

•각 에어로졸 통과 전, 후의 농도를 통해 분진포집효율 산정

•본 품 3개와 전처리(38±2.5℃, 85±5% RH에서 24±1 시간 동안 보관 후 실온에 4시간 방치) 제품 3개를 시험용 검체로 활용

•마스크 본 품 및 전처리 제품을 시험인두에 장착 후 30L/min의 연속유량으로 통과시켰을 때의 차압 측정

▶

▶

▶

▶

보건용 KF 항목별 시험 방법

KCL 건물에너지센터의 마스크 시험 인증 강점

제조사별 장비 구축 운영

(누설률)

T사, S사 장비 보유_비교검증을 

위한 신뢰성 제고

상위 표준장비 보유

(분진포집효율)
최상위 입자계측기 보유

투입농도 검증 상위 장비 보유

(분진포집효율)

입자사이즈별 분진포집효율 

정확도 검증

*기준

- Nacl: 분포 0.04~1.0 um,  

   평균입경 약 0.6 um

- 파라핀오일: 분포 0.05~1.7 um, 

   평균입경 약 0.4 um

KCL 에너지본부 건물에너지센터 시험 업무 안내 

건물에너지 소재부품/제품 성능평가 에어필터 및 미세먼지 대응 소재/제품 성능평가

·에너지소비기기 및 건물외피소재 에너지 효율 

·HVAC(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창호, 문, 차양 에너지 및 안전성 

·환기공조용, 자동차 캐빈 에어필터 

·전기집진기

·EPA, HEPA, ULPA 필터

·마스크 

·항균 필터

·미세먼지 센서 및 간이 측정기 외 

   미세먼지 대응 제품

먼지 자동정밀칭량 저울(분해능 

0.1 ug)로 시험입자 농도 검증

*기준: Nacl(8±4 mg/m3),  

 파라핀(20±5 mg/m3)

누설률 챔버 입경 및 농도 검증

*기준: 분포 0.02~2 um, 

  평균입경 약 0.6 um

축적된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신뢰성 확보

마스크 시험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다 

분진포집

효율

 문의 KCL 건물에너지센터 043-753-3100

마스크 분진포집효율시험마스크 순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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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시 

‘비임상시험기관 1호’로 지정됐다. KCL은 이번 시험기관 지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KCL & TECH 글 KCL 홍보실  사진 김재이 + TECH INSIGHT ②

반려동물 산업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KCL 바이오본부

국내 최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시

‘비임상시험기관 1호’ 지정!

국내 유일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시 비임상시험기관

KCL이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시 ‘비임상시

험기관 1호’에 지정됐다. 해당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

소는 KCL 외에도 몇 군데가 있지만 의약품부터 의료기기까지 관련 비

임상시험 13항목을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곳은 KCL이 유일하다. 

KCL은 2006년부터 인체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GLP(Good Laberatory 

Practice) 시험기관으로 활동해오면서 첨단 장비와 풍부한 시험 역량을 

축적하고 있어 이번 ‘비임상시험기관 1호’ 지정도 가능했다. 

시험기관 지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9년 10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

품등 취급규칙’ 관련 5개 고시를 제·개정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시험이 KCL를 

비롯해 정부가 지정한 시험실시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 9월 15일부터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동

물용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독성, 잔류성, 

효력시험 등 일부 심사자료에 대해 지정된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첨단 장비와 풍부한 시험 역량으로 13개 전 항목 시험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591만 가구에서 856만 마리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급성

장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5조 8천억 원으로 발

표(2019년 기준)했고, 대한수의사회 집계 결과 동물병원 현황도 4,524

개소로 조사(2018년 기준)됐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반려동물

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졌다. 

KCL은 이러한 요구에 맞춰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비임상시험

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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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동물용 의약품 지정 항목은 △급성독성시험 △아급성독성시험 △만성

독성시험 △변이원성시험(유전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면역계

이상시험 등 6항목이고 동물용 의료기기 지정 항목은 △세포독성시험 

급성독성시험

아급성독성시험

만성독성시험

피부자주성시험

변이원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면역계이상시험

설치류 / 비설치류

설치류 / 비설치류

설치류 / 비설치류

-

▶

▶

▶

▶

▶

▶

1.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2.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

3.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1. 피부감작성시험

2. 마우스를 이용한 국소임파절증식성시험

동물용 의약품 지정 항목(6항목)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반응 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으로 총 13개 항목에서 시험이 진

행된다.

안전성·유효성 측면의 신뢰성 확보 

동물용 의약품은 독성검사를 중심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 항목은 바로 변이원성시험(유전독성시험)이다. 이 시험은 유

전자나 염색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특히, 

발암성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새로운 신약이나 

화학물질 개발 시 스크리닝(Screening)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독성을 일으키는 기작은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시험물질에 대한 정확한 유전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몇 가지 시험

을 하게 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수행되는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변이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 △설치

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이다. 각 시험은 등록기관의 가이드라인 및 규

정을 준수해 수행된다. 

동물용 의료기기 시험평가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품 평가(생물학적 안전

성 평가(GLP), 제품 성능 평가, 물리·화학적 평가, 전임상 성능 효능 평

가 등이 진행된다.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공정 평가 및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R&D 사업도 진행한다. KCL은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KCL 비임상센터 032-713-5200

이번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이 특별한 부분은 무엇인지요?

KCL이 지정받은 시험은 총 13개 항목입니다. 사실 다른 연구기관

에 비하면 지정을 받은 게 이른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먼저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KCL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결과 동물용 의약품 6항목과 동물용 의료기기 7개 항목을 동

시에 지정 받았습니다. 13개 항목을 지정 받은 곳은 KCL이 유일

하고요, 이 13개 항목은 임상을 제외한 전 항목이기도 합니다.

KCL 바이오본부의 역량과 신뢰성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KCL 바이오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외에도 식품의약품약안전

처와 환경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

은 바 있습니다.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GLP 시험기관이기도 하

고요. GLP 가이드라인에 대한 총괄 감독은 OECD GLP사무국

에서 합니다. 저희 KCL에서 인증 받은 것은 36개국인 OECD 회

원국에서도 인정이 되는 자료입니다. 신뢰성이 담보된 데이터인 

셈이지요. 동물용 의료기기와 동물용 의약품 부분은 아직 GLP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향후 논의할 것

으로 보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관련고시 제·개정으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성장에도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데 관련 분야 

인허가 부분은 취약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한 만큼 시험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동물병원과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 사료나 

액세서리 등 연계 산업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저희가 13개 항목을 수행하는 만큼 종합적인 시각에서 서

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든든한 조력자

가 되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언제 어떻게 준비

하셨나요? 

2019년 10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이 

있을 것이란 정보가 있었습니다. 제8조의2와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시험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지정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샘플 

테스트 등을 실시하며 바이오본부가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차

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2월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7월에 비임

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Interview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분야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송경석 센터장 KCL 바이오본부 비임상2센터 

세포독성시험 전신독성시험

감작시험

발열성시험

자극 또는 피내반응 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동물용 

의료기기 

지정 항목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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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발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후성 옥외촉진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이번 국제표준의 제정은 해외 시험장비에 의존하는 국내 환경에서 국내 개발 장비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국제적 인지도 향상 및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노출과 인공광원 
노출 결합 시험방법으로 

국제표준 제정 

KCL에서 제안한 ‘내후성 옥외촉진 시험방법’

ISO 표준 제정

KCL이 개발한 ‘자연 노출과 인공광원 노출을 결합한 폴리올레핀 소재의 옥외촉진 시험방법’이 국

제표준(ISO/TS 21488)으로 제정됐다. 이 시험방법은 내후성 시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면

서 정확한 시험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험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나 건축물 외장재 등이 장기간에 걸쳐 햇빛, 비, 바람 등 다양한 옥외 환경에 노출되면, 갈라

지거나 변색되는 등 제품의 물성이 저하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내후성이 중요하다. 내후성 관련 

산업분야는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건축, 섬유, 조선, 

항공, 전자, 도료 등 옥외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부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실내에서 사용하

는 제품들도 내후성이 요구돼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서 내후성 시험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

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3년 ‘옥외(실외) 내후성 촉진 시험방법’

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해 국제표준(ISO/TS 21488)으로 

제정된 것이다. 

제정된 국제표준은 기온, 습도, 일사량, 강수량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노출되는 자연노출시험과 태

양광을 모사한 인공광원을 이용한 실내촉진시험을 결합한 방법이다. 일출 후에는 태양광에 직접 

시편을 노출시키고, 일몰 후에는 장비에 장착된 인공광원에 노출시킨다. 이로 인해 24시간 연속적

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어 전체 시험 기간을 종전의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년간의 시험 기간을 8개월로 줄일 수 있다. 

‘자연노출과 인공광원 

노출 결합방법’으로 

국제표준을 만들다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시간을 단축시키다

01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 KCL의 김창환 책임연구원 등 산·학·연이 협업하여 개발되었으며, 야간에도 인공 태양광으로 사용 환경을 재현해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기후 지역에서나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1,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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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제정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사)캠틱종합기술원, 한남대학교 최선웅 교

수팀이 산·학·연 협업을 통해 얻은 성과다.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ISO/TC61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됐으며 추가 표준개발

사업을 통해 데이터 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을 확인했다. 국제표준은 제안, 검증, 제정에 이르기

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데, 이 표준은 미국, 독일, 일본 등 내후성 시험장비 생산국의 견제와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인해 제안 후 8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일본의 견제로 종전보다 

엄격한 검증이 요구됐지만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잘 대응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번 표준은 해외 시험장비(미국 ATLAS, Q-lab, 일본 SUGA)에 의존하는 국내 환경에서 국산 시

험장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장비를 적용한 내후

성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이 표준에 따라 시험하는 외국에서도 우리 시험장비의 구매

가 기대되는 등 국산 시험장비의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 제정과 더불어 국내특허등록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출원(미국) 및 등록(중국)을 통하여 

우선권 주장 및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표준특허 등록(분할출원)도 진행 중이다.

선진국이 시장과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내후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

으로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한 시험장비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국제표

준과 시험장비가 동반 발전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KCL 옥외실증센터 041-419-3200

종전에도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촉진 시험법이 있었지만 기존 옥외촉진 시험방법들은 청명한 날씨

가 10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사막기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 시험방법은 야간에도 인공 태양광으로 사용 환경을 재현해 시간을 단축시

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기후지역에서도 시험을 진행할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해소했

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KCL은 2005년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국내 최초로 옥외실증센터를 설립해 관련 시험에서 독

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오랜 기간 옥외폭로시험 데이터를 확보해오면서 2016년에는 2005년부터 

10년간의 기후인자와 일사량을 담은 기상환경데이터북을 출간하기도 했다. 

옥외실증센터는 다양한 환경인자(자외선, 열, 습도, 산성비 등)에 노출된 공업재료 및 구조물 열화에 

대한 내후성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세대부터 4세대의 옥외촉진시험장비가 구축돼 있다.  

이 중 2세대 장비가 이번 ISO에 제안된 장비이다.

내후성 시험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험방법은 ISO 4892-1, 2, 3, 4가 있다. ISO 4892-2는 

제논아크램프, 4892-3은 자외선형광램프, 4892-4는 선샤인카본아크램프를 각각 이용한 실내촉

진시험인데, KCL이 제안한 이번 시험방법은 자연광과 인공광을 결합한 방법으로, 본 시험방법으

로 8개월 동안 시험한 결과와 2년간의 자연광 노출시험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여주

고 있어 국제표준회의 때도 주목받았다. 시험방법 및 장비의 정확성, 신뢰성을 인정받아 ISO 

4892-5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방법 구상은 어떻게 하게 되었

나요?

옥외촉진 시험방법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2013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참여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출장 중에 팀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시험장비 구상 아이디어가 떠올랐

어요. 급하게 메모장과 펜을 얻어서 콘셉

트만 잡아서 슥슥 그렸습니다. 그리고 뒤

에 구체적으로 장비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국제표준 제정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

으신가요?

ISO 획득 과정에서는 선발 국가들의 견제

도 힘들었지만 국제 세미나 등에서 언어

를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서 용어도 정확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고

민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옥외실증센터 설립으로 

내후성 시험에 큰 획을 긋다 

산·학·연 협업과 유기적 

대응으로 결실을 맺다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

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처

음 국제표준회의에 갔을 때인데 옥외촉진 

시험방법에 대해 콘셉트 발표를 하고 난 

후 각 나라 전문가들이 제게 와서 콘셉트 

자료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향후 국제표준화기구 내에서의 활동방향

과 추진계획은?

2019년에 표준기술력향상사업 표준개

발사업에 선정이 되어 ISO NP 4892-

5 Plastics – Methods of exposure 

to laboratory light sources Part 5 : 

Electrodeless Plasma lamps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여 (사)한국내후성위원회 설립 및 

새로운 내후성 시험방법에 대해서도 제

안을 할 예정입니다. 

Mini Interview

“국제표준 활동 

 경쟁력 키워 나가겠습니다.” 

김창환 책임연구원

KCL 에너지본부 옥외실증센터 

KCL의 시험방법은 자연 태양광(낮)과 인공 태양광(밤)을 이용해 내후성 시험을 24시간 연속으로 실시함으로써 

시험 기간을 종전의 3분의 1로 단축하는 기술이다(사진은 ISO에 제안한 2세대 장비).

01, 02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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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로에너지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건물일체형태양광모듈(BIPV)이 주목받고 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도시 미관까지 살릴 수 있는 발전시스템으로서 태양광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 BIPV 특성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BIPV 시험인증 기반으로 제품들의 성능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태양광 미래 이끄는 BIPV,
성장의 밑바탕에는 KCL이 있다!

BIPV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디

자인을 구현한 소재의 신뢰성 평가도 중요해졌

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새로운 BIPV 제품들은 

KCL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건물에 적용되고 있

습니다. BIPV에 관한 KS인증인 KS C 8577 ‘건

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성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KCL에서 제안한 표준(안)으로, 기업이 표

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제품

의 품질을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에 이른 제품에

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KS C 8577은 2017년 한

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인증에 포

함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KCL의 일반 태양광 모

듈 시험·인증사업은 타 시험기관에 비해 늦게 진

입했으나 BIPV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먼저, 적극

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BIPV 제품의 신뢰

성 관련 R&D를 바탕으로 BIPV 국가표준 제정

을 주도했고, 태양광 분야에서는 국내최초로 

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현재 FDIS 단계까

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KCL & TECH 글 김규진 KCL 태양광센터 책임연구원  사진 KCL 홍보실+ KCL BIZ

김규진 책임연구원 KCL 융합전기본부 태양광센터

물 제로에너지의무화 로드맵 조기확대, ‘재생에

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

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BIPV 산업이 확

장되면서 여러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BIPV 사업

을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 따

르면 2017년 세계 BIPV 시장은 10억 달러 규모

에서 2022년 34억 달러, 2026년에는 76억 달러

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양한 제품이 시장 내로 유입됨에 따라 건물

일체형태양광모듈(BIPV)에 대한 성능평가도 중요

해졌을 텐데, 이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인증제

도로는 무엇이 있나?

실증 전   실증 후 

<그림 1> 서울 월계중학교 BIPV 실증

Q. 건물일체형태양광모듈(BIPV)이란 무엇인가?

BIPV는 태양광모듈을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건물 지붕이나 외벽, 유리창에 설치

해 건축 부자재의 역할,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

에 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를 말합니다. 기존 태

양광은 건물에 단순 부착하거나 건물 옥상, 대지 

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세운 후 태양전지를 설치

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한정된 공간에만 설치해

야 하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BIPV는 별

도의 설치 장소 없이도 건물 외관에 장착할 수 있

어 설치 부지를 확대할 수 있고, 건축외장재 대체

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어 지붕재, 외벽, 

커튼월, 창호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

니다.

Q. 건물일체형태양광모듈(BIPV)의 시장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 건물의 디자인을 활용해 도시미관

을 살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생산까지 가능

한 BIPV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BIPV가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한 공공건축

• 태양광 분야 최초 국제표준 제안 

• 학교  BIPV 보급 활성화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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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S C 8577의 시험항목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KS C 8577은 기본적인 태양광모듈의 성

능 요구조건과 건물에 적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적·전기적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시험평가

는 육안검사, 최대출력 결정시험, 내화시험 등을 

포함하여 총 22종의 시험을 수행하며 발전성능

평가,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구조적 성능평가, 

전기·구조 안전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현재 KCL은 BIPV 관련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있나?

먼저 KCL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에

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학교 건물일체형 태양광 

제품 개발 및 융합시스템 개발’ 사업을 주관기관

으로서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1,300여 

개에 달하는 학교의 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하

여 설계-제품-시공기술을 개발하고 3개 학교의 

실증을 통한 성능검증 및 경제성 분석 과업을 수

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컬러태양광모듈 

솔라 시뮬레이터는 말 그대로 태양광을 시뮬레이

션한 장비를 말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내 태양광모듈은 솔라 시뮬

레이터를 통해 측정된 발전량을 기준으로 제품의 

사양이 결정되며 이는 인버터, 접속함 등의 태양

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용량의 기준이 됩니다. 

Q. 솔라 시뮬레이터가 태양광모듈의 성능을 어떻

게 측정하는가?

태양광모듈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연 상태에서 지표면으

로 들어오는 태양광원의 파장 스펙트럼을 최대

한 유사하게 모사하여 태양광모듈의 발전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태양광원

과 방사파장이 유사한 제논램프를 사용합니다. 

태양광원은 스펙트럼 오차율(Spe c t r a l 

mismatch)과 측정면에서의 광에너지의 균일성

(Uniformity), 광원방사의 안정성(Stability)에 

따라 광원 정확도의 등급을 A~C로 구분하는

데, 시험인증을 위한 광원의 요구조건은 각 항목

에서 A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흔히 

솔라 시뮬레이터의 등급을 AAA 혹은 트리플 A

라고 부릅니다. 태양광모듈의 최대전력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표준시험조건(STC, Standard 

Test Condition)인 1000W/m2의 일사강도와 모

듈표면온도가 25℃인 조건에서 측정합니다. 이

때 측정되는 발전량은 태양광모듈의 정격 발전량

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모듈의 크기가 1㎡

라면 ‘발전량/1000(일사강도)’가 태양광모듈의 

효율이 되는 것입니다.

KCL은 솔라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태

양광 성능평가 장비를 통해 기업의 모듈 사업화

를 위한 예비 인증시험, 각종 신뢰성 검사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KCL 태양광센터 041-419-3200

기계적하중시험기. 태양광모듈의 기계적 강도를 시험하는 장비, 태양광모듈은 일반하중에서 2400Pa, 

설하중에서 5400Pa 이상의 강도에서 깨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최대출력결정장비(솔라 시뮬레이터). STC조건에서 1Sun의 태양광원에 대한 발전량을 평가하는 장비

03

04

복합가속시험기. 온도사이클시험, 

고온고습시험, 자외선 시험을 

진행하는 장비

육안검사장비. 1000lux 이상의 

조도에서 태양광모듈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

01

02

제품개발과 디자인설계를 통하여 서울시 월계중

학교, 충북 진천고등학교 2개교에 실증을 완료하

고 성능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가 

1개교 실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CL은 본 사

업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건물에 대한 디

자인 콘셉트 및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으로써 학교 리모델링 등에 BIPV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모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Q. 태양광모듈을 시험하는 대표 장비로는 무엇이 

있나?

‘솔라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태양광모

듈은 태양광원의 에너지 대비 전기에너지 생산

량(발전량)을 측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성능을 측정하는 장비가 솔라 시뮬

레이터입니다. KCL은 각종 태양광모듈 제품의 

효율을 시험·평가하는 검사 장비 솔라 시뮬레이

터를 갖추고 있어 기업이 의뢰한 제품의 성능이 

어떤 규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림 2>  시험 주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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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 TECH 글 KCL 홍보실 사진 김재이+ KCL의 얼굴들

2020년부터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극빈국까지 전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바로 신기후체제(Post-2020)로 접어든 것이다.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온실가스(CO₂ 등)는 자연 정화량(연간 CO₂ 자연 처리량 약 140억t)에 비

해 배출량이 상당히 증가(’50년 기준 620억t 배출예상)하여, OECD국을 중심으로 규제 정책을 적극 도입

하는 추세다. 온실가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산업부산물에 대한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인정 및 환경규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철강슬래그를 매립할 수 없게 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

용자원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가 필수가 되면서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기후체제 선제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다

KCL 호남본부(이하 호남본부) 전남제주지원은 지난해 청사를 여수시 삼동지구로 이전하고, CO₂전환활용

기술센터로서의 업무도 시작하면서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1) 분야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다. 부지 8,643㎡, 연면적 4,107㎡ 규모로 건립된 센터는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적인 

동선계획 수립으로 근무효율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고, 공공건축설계 기준에 준하여 주변 경관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 고객친화적인 센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센터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CCU 리딩 기술센터로서 CO₂고부가가가치 사업

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CCU제품의 시험·인증, 전과정평가, 성능평가 및 기업지

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끎과 동시에 고

부가가치 사업이 가능한 밸류체인(Value Chain)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KCL 호남본부는 전남제주지원, 광주지원, 전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제주지원은 CO₂전환활용기술센터로서 CO₂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여수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 여수산단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기반 조성사업,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며, 환경보호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1) 이산화탄소 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이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재자원화를 통하여 미활용 

탄소원을 유용한 고부가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은 크게 화학적 전환 기술과 생물학적 전환 기술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광물의 유용 자원과 반응시켜 무기탄산염 혹은 건설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CO₂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환경 보호와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가다 
KCL 호남본부

01

02

KCL 호남본부는 전남제주지원·광주지원·전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업체에 시험·검사·인증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삼동지구에 자리잡은 KCL 호남본부(전남제주지원) 전경 

01

02

(왼쪽부터) 이동남 선임연구원, 배우리 주임연구원, 이유진 연구원, 김지혜 연구원 

주부기 수석연구원, 남영준 책임연구원, 조영근 지원장, 김종상 본부장, 

서동주 선임연구원, 조혁환 수석연구원, 진소리 연구원, 변호석 책임연구원, 

이현정 연구원, 유환철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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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이며 이중 산업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수, 광양, 순천 등 광양만권 주요 도시가 철강, 화학제품, 석유정제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

히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들, 제철소, 시멘트 회사들이 위치해있다. 철강부산

물 및 부생가스가 전국 어느 산업지역보다 풍부해 CCU 기술을 연구하기에 최적지다. 가까운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생산 정도를 분석하고 배출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차별화된 사업화 지원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으로 CCU 기술선진국 도약을 견인한다 

센터에는 CO₂ 전환소재 및 활용제품 시험·분석 장비 35종 34대가 구축되어 있다. 광물 전환 관련 시험·

분석 장비로는 CO₂ 고정 광물의 표면, 계면, 에너지 준위 그리고 화학적 결합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해 

EPMA(전자탐침현미경분석기), FE-SEM(전계방사형전자주사현미경) 등을 구축했다. CO₂ 고정 광물을 활

용한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장비(만능재료시험기, 열분석시험기 등)도 도입해 

물성분석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 

또한 CO₂ 전환기술 및 활용제품을 정성·정량 분석하기 위한 화학적 전환 관련 시험·분석 장비인 ICP(유

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와 안정동위원소분석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광물 전환, 화학적 전환 

활용제품 중 재활용품 대상 환경성평가를 위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시험·분석 장비를 도입하여 중

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과 수요자를 위한 CO₂ 전환·활용기술의 최종제품의 신뢰성 제

고를 위하여 제품의 품질 및 성능 기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 효율 높여 지역을 화학 분석 중심지로 만들어가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전과정평가 시스템 구축 

센터는 개발된 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지역산업 활

성화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 벤처·중소기업 보육을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성장 후 기업 규모에 

걸맞게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순천대, 전남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협약을 통한 채용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양성에 힘쓰고, 언론을 통한 CCU 기술 도입의 중요

성 홍보 및 해외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

화하고 CCU 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과정평가를 통해서 광양만권 전과정 인벤토리, CO₂ 배출관련 가공공정(LCI), 전남지역 환경영양

평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전남 지역의 CO₂ 발생공

정, 포집공정, 정제공정, 활용공정에 대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제작,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할 계획

이다. 이밖에도 전남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CCU기술의 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기

업을 발굴하여(비즈니스 모델(BM) 설정)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하고 BAT기술을 도출하여 온실가

스 자원화 및 고정화를 위한 화학기술 기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근 전남제주지원장은 “최종 목표는 이산화탄소 공급원과 수요산업 간 가치 연계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시험·인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CCU 기술 선진

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전남제주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들을 위한 CCU 시설과 친환경 장비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CCU 관련 포럼, 전시회, 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해 기관의 역량을 홍보해나가겠습니

다.” 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남제주지원은 앞으로 유·무기 소재 분석 업무, 진동내진시험까지 업무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환경 

보호와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열정이 깨끗한 환경과 모두 행복한 살기 좋

은 지역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본다. 

 문의 KCL 호남본부(전남제주지원) 061-807-6200

Mini Interview

“부임 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적 손실 방지는 

물론, 추가 업무 외에 본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연구원들의 태도

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감으로 일하

거나 능력 외적인 것으로 업무 역량을 평가 받는 비효

율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상

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개인발표’ 워크숍도 열고 있

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본인이 세운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스스로 만든 미션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합

김종상 호남본부장

전남제주지원은 국내 최초 

CO₂전환활용기술센터로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의 역할과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 조영근 전남제주지원장

01

02

01

02

사업 개요

  사업명

미래 신성장동력 CO₂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2017. 4. 1.~2021. 12. 31.(57개월)

  사업비

227억원

  주관기관 

KCL

  참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추진내용

관련 시험평가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

한 후 여수국가산단 기업에서 발생하

는 이산화탄소와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시험·분석·

평가와 품질 표준화 기준 설정, 검증, 

인증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

니다. 개별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연구원들의 업

무도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협업도 가능하게 

돕습니다. 투명한 인사와 원칙 준수의 가이드라인이 되

기도 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호남본부는 새롭게 장비를 도입해 화학 분석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정도 새롭게 추진해 

대한민국 최남단인 여수를 화학 분석 분야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미 추진중인 대형 R&D를 기반으로 연구업무와 

시험업무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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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식약처가 지정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발돋움

KCL은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

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동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해외 인증에 의존

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내 기준으로 공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KCL은 국내 인증을 원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인증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 기준이 없어 1%

의 천연원료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

한 품질 보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99%가 화학성분이어도 천연으로 분류된 셈이다. 이

처럼 천연원료를 극소량만 넣고 ‘천연’이라는 단어로 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용기에 천연이라고 표기돼 화학성분이 없는 줄 알고 구매했다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잖았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제품에 대한 표시 혼선과 화장품 품

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 인증 기준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관련 기업은 해외기관으로부터 시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KC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획득을 통해 제품의 신뢰를 높

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소비자는 보다 똑똑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 천연 또는 천연유래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이어야  

천연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2에 의거,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원료가 완제품

의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3에 의거, 천연화장품에 사용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화학 합성원료는 천연·

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지만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

에서 허용한 합성원료를 5%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석유화학부분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살펴보면, ‘천연원료’는 크게 식물원료와 동물

성원료, 미네랄원료로 나뉜다. 천연원료는 모두 가공하지 않는 원료 자체거나 물리적 공정

을 거쳤어도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천연유래원료’는 식물원료, 동물성원

료, 미네랄원료에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공정을 거친 2차 성분을 말한다. 

‘유기농원료’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

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외국 정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유기농수산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원료로 인증받거나 현

행법이 규정한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제

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KCL & TECH 글·사진 KCL 홍보실  도움말 이형욱 KCL 품질인증팀 책임연구원+ 인증마크 이야기

 <고시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 중금속(Heavy metals)

• 농약(Pesticide)

•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

•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 

(Dioxine&Polychlorinated biphenyl)

• 방사능(Radioactivity)

•   유전자변형 생물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곰팡이 독소(Mycotoxin)

• 의약 잔류물(Medicinal residues)

• 질산염(Nitrate)

• 니트로사민(Nitrosamine)

KCL과 함께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유통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의뢰시험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 지정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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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및 포장·판매 규정도 지켜야 

이외에도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제조 과정, 포장, 보관 과정에서 식약처가 고시한 내용에 

따를 경우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제조 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원료 배

합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

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 ▲공기, 산

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등은 제조 공정에서 금지된다. 

또 천연·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과 제조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세척해야 한다. 세척제 관련 규정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가티브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세척제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원료로는 ▲무기산 및 알칼리 ▲암모늄계 물질 ▲염소계 물

질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포장 규제도 고시에 포함돼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용기와 포

장에는 폴리염화비닐과 폴리스티렌폼은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또 포장 전 상태의 유

기농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해 제

조, 수입,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KCL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하기

KCL 홈페이지(www.kcl.re.kr) 

▼ 

사업안내

▼ 

인증/심사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KCL, 인증기관 지정으로 화장품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웰빙 바람을 타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천연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5.2% 성장하여 2018년 345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에서 2027년 545억 달

러(약 61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천연·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시장도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9.3%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 시장의 규모는 2.6억 달러(약 2,960억 원)

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이 커짐에 따라 KCL의 인증업무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C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크게 서류 심사와 공장 심사로 이루어지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 후 접수가 시작된다. 인증 획득에 걸리는 시간은 약 3

개월 정도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서류로는  

‘인증 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료에 대한 정보’,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연장심사 시에

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원본 및 인증 제품이 최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

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KCL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으로 화장품 품질검사부

터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정성 평가, 화장

품의 방부력 평가 시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까지 화장품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해졌다. KCL은 앞으로도 기업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제품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KCL 품질인증팀 02-3415-8878

KCL, 2003년부터 화장품 시험·검사·인증 

원스톱 토탈 서비스 제공

KCL은 식약처로부터 지난 2003년 7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다

년간 축적된 분석기술과 우수한 장비,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화

장품 품질검사, 방부력 및 안정성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에 의거하여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이때 제조 또는 수입한 화

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화장품 자가품질위탁검사’를 받아야 하

는데, 본 검사를 수행하는 대표 기관이 바로 KCL이다. KCL은 현재 일반화장품, 기능

성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토대로 시험·검사·인증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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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환경 위협 요소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고 9개월간의 계도기간

(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을 설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포장재를 4단계로 등급화

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 포장

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되었으며, 최하 등급인 ‘어려움’ 

등급을 받은 업체는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는 의무화됐다.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 등급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 금속재질 판정(금속혼입, 철, 알루미늄)

• 합성수지 재질 판정

• 색상 판정(페트병, 단일재질 용기류)

• 종이 재질 판정 / 색상 판정(유리병)

• 유리병 표면코팅 및 도색여부

• 비중 1미만 여부 판정

• 접(점)착제 사용여부

• 열알칼리성 분리접(점)착제 여부

• 접(점)착제 도포면적·양

•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 여부

• 성형구조물 중량 측정

• 알루미늄 두께 측정

KCL 포장재 재질·구조 기기 분석 항목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종이팩 ▲유리병 ▲알루미늄 캔 ▲철캔 ▲일반 발포합

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 9종의 포장재는 4개 등급 기준

에 따라 반드시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분류 

기준만 있었지만,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 의무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포장

재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게끔 만들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게 본 

법안의 주요 취지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의무생산자는 등급 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자체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

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급평가를 완료

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KCL,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로 포장재 재질·구조의 시험·평가 진행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24일 이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과 구조 확인을 받

지 않고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포장재의 등급평가 

표시 의무화로 관련 기업들의 포장재 시험·평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생산자는 9종의 대상 포장재에 대해 재질·구조 자체평가 시, 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로 구분하여 종류별 재질·구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공인시험기관에 분

석 의뢰하거나 기 보유 중인 포장용기(부재자) 재질 정보를 취합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재질·

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를 송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분석 

의뢰하면 된다. 

KCL은 자원재활용법 고시 전인 2016년 4월부터 신뢰성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과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른 등급 분류 기준 등 자

원재활용법과 관련해 꾸준히 논의해왔기 때문에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다년간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재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도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외선 분광분석기, 색

차계, 시차주사열량계, 열중량분석기 등 고성능의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포장재의 규격에 맞

는 다양한 항목별 시험이 가능하다. KCL은 환경보호의 가치에 부합하고자 포장재에 친환경 

요소를 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한 포장재 재질·구조의 평가·시험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의 신뢰성센터 042-723-3070

환경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의무화 제도,
KCL과 함께 준비하세요!

RECYCLING

• 종이팩 포장재

• 유리병 포장재

• 금속캔(철캔)

• 금속캔(알루미늄캔)

•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 폴리스티렌페이퍼(PSP)

• 페트병 포장재

•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열·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1.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2. 한국환경공단 평가 확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적용

KCL & TECH 글 KCL 홍보실  도움말 윤부선 KCL 신뢰성센터 책임연구원+ HOT PICK ①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관련 키워드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단어가 

있다. 바로 ‘포장재’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 개정안 고시 전인 2016년 4월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험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무생산자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시험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 결과 표시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및 하단에 표기

포장재 (9종)

포장재 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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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조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산업계가 

시름을 앓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단연 

스마트공장이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는 스마트공장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20년 4월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업이 스마트 수준 단계를 파악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스마트공장 구축과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과 
기술의 고도화를 향한 
디딤돌이 되다 

KCL & TECH 글 KCL 홍보실  도움말 이정수 KCL 산학연협력팀 수석연구원+ HOT PICK ②

KCL, 시험인증기관 최초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기관 지정!

스마트제조혁신의 핵심,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loT, AI, 빅테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 최소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목적된 바에 따라 스스

로 제어하는 스마트공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중단,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제조 현장의 인력부족 위기 등을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

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스마트제조혁

신 지원사업에 집중하며 2020년 한 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

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데이터 인

프라 구축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등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첫 걸음,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스마트공장이 ‘제조 혁신 방안’으로 부각되면서 스마트공장의 질적 성

장, 즉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

되고 있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제조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시작하

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란 중소·중견기업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검증해 스마트공장의 자발적 보급·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제조기업의 수준을 합의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정의하는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자체 투자여력이 부족함으로, 기업의 여력

구분 수준정의 표준 IoT 대상 특성 조건(구축수준) 주요 도구

고도화 Level 5 자율운영
작업자,설비,자재, 

운전조건+환경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
인공지능,AR/VR, CPS 등

중간2 Level 4 최적화
작업자,설비,자재,

운전조건

최적화

(Optimized)

공정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
센서 제어기 최적화 도구

중간1 Level 3 제어 작업자,설비,자재
분석

(Analysed)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센서 +분석도구

기초

Level 2 모니터링 작업자,설비,자재
측정

(Measured)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함 센서

Level 1 점검 자재
식별

(Identified)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바코드, RFID

<표 1> 수준별 조건 및 주요 도구

과 능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고도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단계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준이란 스마트공장의 성숙도 지표를 뜻하며, 기초·중간·고도화로 나

뉘고, Level 1~ Level 5 등급으로 구분한다. 수준을 정의하는 요소는 

4M+1E(Man, Materials, Machinery, Methods, Environment)의 식별·측

정·제어 자동화 및 통신 능력, 실시간 운영 능력, 실시간 최적 의사결정 

능력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수직적 수평적 통합성, 

신경망의 구성 정도, 지능화 정도를 측정하여 수준을 정의한다. 

KCL, 제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판 마련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KCL은 2020년부터 기업의 스마트 수준을 진단하고, 최적화된 스마트공

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

이 없는 기업이나 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 후 자체 예산으로 수준을 향

상시킨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에 참여한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고, 정부기금 대출금리 인하, 정부지원 사업 지원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앞으로 KCL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관련 정부사업 기획지원과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수준확인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Plus Info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KCL과 함께 하세요!

신청자격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기업 및 

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 후 자체 역량을 통해 

수준이 상승한 중소·중견기업 

*   ’14~‘19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

factory.kr)에서 참여 여부 확인 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참여 및 미참여 여부는 공장소재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진단비용 : 무료 (100% 정부 지원)

신청기간 : 2020년 5월 ~ 11월

문의 :     KCL 산학연협력팀 이채미 선임연구원 

(www.kcl.re.kr, 02-3415-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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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시험·인증기관 
KCL 사용 설명서 

첨단 전기차 제품을 개발한 김케이 씨. 제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다.

동종업계 선두주자인 박씨엘 씨를 찾아간 김케이 씨. 

박씨엘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KCL을 찾아간 김케이 씨. 

한 번에 시험인증이 가능한 

믿을만한 곳이 없을까?

제품 출시가 코앞인데 납품처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시험인증을 받으라고 하네. 우리 제품은 쓰인 소재가 다양하고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이라서...

사장님, 업계 선두주자인 박씨엘 씨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당장 연락해보자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했었죠.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안전성을 인증 받아야 시장에 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국내 최고의 종합 시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인가요?

바로 KCL이지요. 건설재료, 생활용품, 물류, 부품소재, 바이오 등에서 

ESS산업, 신재생에너지, e-모빌리티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세계 23개국 80여 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관이에요.
아하!

 그렇다면 저의 선택도

 KCL! 

 KCL은 어떤 복잡한 

제품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요즘 시장에서는 시험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시험인증 방안을 고민하셔야 하죠. 

저희 KCL은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도 시험 방법을 개발하여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산업분야의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가 쓰이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런 면에서 KCL은 50년의 전통과 노하우로 최선의 솔루션과 

신뢰성있는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L을 만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방문 접수는 전국 32개 사업장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접수와 

셋째! 택배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쉽고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겠네요!

KCL은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 국내 최고의 장비와 연구인력으로 일반 시험 분석부터 

고도 기술 분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KCL의 

시험분석 원스톱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그렇다면 KCL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KCL & TECH 글·구성 KCL 홍보실 그림 벼리+ KCL 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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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NEWS Autumn

KCL은 8월 11일,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도로교통

공단, 강원테크노파크, 횡성군과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 주력 육성 중인 e-모빌리

티 산업 육성과 관련해 각 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미래차 산업 발

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윤갑석 원장은 “강원도는 부족한 산업 기반과 침체된 지역경기

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횡성군에 전기차를 비롯한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

과 관계 기관 등을 집적하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며 “앞으로 KCL은 전기차 관련 전문시험기관으로서 강원도와 

함께 도내 업체발전을 위해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3일~14일에는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 Kick-Off 미팅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하

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 자세한 내용은 p.16)

KCL은 9월 16~17일 양일간 삼척 대명쏠비치 호텔에서 삼척시, KTC,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

축사업’ Kick-Off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로 연구 개

발 목표와 향후 계획, 세부 일정 등을 발표해 공유하고 10M급 화력

을 측정할 수 있는 KCL의 삼척 실화재시험장을 견학했다. 본 사업은 

KTC가 주관하고 KCL을 비롯해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개월 동안 총 698억 원, 산·학·연 600

여 명이 참가해 강원도 삼척시 소방방재산업단지 내 세계 최대 규모(

순간 최대 화력 40MW)의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건설하는 국

내 최대 규모의 ESS 정부 사업이다. (※ 자세한 내용은 p.10-11)

강원도 등과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 Kick-Off 워크숍 개최

창원 산업기술단지에 영남본부 개원

KCL 영남본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반계지구 산업기술단지 내에 대지면적 8,635㎡에 건축면적 3,630㎡, 연면적 5,610㎡ 규모로 신축 이전하고 21일 개원

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윤갑석 KCL 원장, 허성무 창원시장, 박종원 경남부지사, 이치우 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됐다. 

영남본부는 기구축한 시험인증 인프라 기반에, 구조물 및 연결부품에 대한 고성능 피로내구 성능 평가 장치, 소프트웨어 안정성 평가 장치, 특수 환경 신뢰

성 평가 장치를 추가로 구축해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금속, 자동차, 항공, 조선해양, 방위 산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시험인증과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창원지역 900여 개 기업이 KCL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이전으로 400여 개 기업이 신규 구축 장비를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술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활용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윤갑석 원장은 “영남본부를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남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창원시에 거

점을 둔 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향후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후성 옥외촉진 시험방법’ ISO 표준 제정

KCL이 제안한 국산시험장비 기반 ‘옥외 자연 기후와 인공광

에 노출시킨 플라스틱 소재의 내후성 시험 방법’이 국제표준

(ISO/TS 21488)으로 제정됐다. 2013년에 최초 제안해 8년 만

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본 시험 방법은 낮에는 자연 태양광에 노출시키고 밤에는 

KCL이 개발한 2세대 옥외 촉진 시험 장비를 이용해 인공 태양

광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내후성 시험을 실시해 8개월간 시

험한 결과와 2년간의 자연광 노출 시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 신뢰성과 정확성을 인정받았다. 시험 

기간을 종전의 3분의 1로 단축하는 장점과 함께 야간에도 인

공 태양광으로 사용 환경을 재현해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기후에서도 시험을 진행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p.28~31)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1호 지정

KCL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1호로 지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10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

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관련 5개 고시를 제·개

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대학이나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시험을 

KCL과 같이 정부가 지정한 시험실시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KCL은 정부

가 정한 동물용 의약품 관련 6개 항목과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7개 항목 등 비임상

시험 13개 항목을 모두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됐다. 

KCL 윤갑석 원장은 “KCL은 인체용 의약품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오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

련 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와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

효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p.24~27)

KCL과 한국물기술인증원이 9월 18일, 인천 남동구 KCL 부품소재본부에서 물산업 

자재·제품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물산업 인증제도 관련 정보교류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

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물 분야 자재·제품 등의 인·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국내 유

일의 물 관련 인증전문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일반 수도 및 전용 상수도에 쓰

이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시험인증 및 표준개발 등의 업무를 공동 수행하며 물산업 

인증 제도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김동호 부원장은 “물 관련 제품·기술의 국내외 표준개발 및 보급과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R&D 지원 등 다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며, “KCL은 그간 쌓아온 수도용 자재·제품의 신뢰성평가 

노하우로 관련 산업의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물기술인증원과 물산업 자재·제품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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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NEWS Autumn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KCL의 노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대응을 

강화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KCL 건물 곳곳에 방역 필수품인 손소독제 

및 온도계 등을 비치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CL의 방역 활동을 소개한다.

건물 곳곳

손소독제 및 온도계 비치

건물 곳곳에 온도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비치하여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직원 출근 시 발열체크 의무화

전 직원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02건물 전체 주기적인 방역 실시

KCL은 건물 전체를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소독하며 임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01

방문객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부 

중앙통로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다수의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동시에 체온측정이 가능합니다.

03
고객창구 비말 차단용 

안심 칸막이 설치

KCL은 고객창구마다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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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과 

도로 살얼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CL과 국립기상과학원은 6월 18일, KCL 서초 행정관리동에서 도로 살얼

음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기상·기후과

학 실용적 연구 개발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기상관측장비 및 시

험시설의 성능 및 표준 실험 공동연구, 관측장비의 시범적용 및 Test-bed 

공동 활용, 기상·기후환경 챔버 운영·인증 및 검증체계 공동연구, 기상·

기후 관측인프라 관련 인력·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미래기후와 기상이변 대응을 선도하는 기상청 소속의 

기상기후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고속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발생한 다중추돌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도로 살얼음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의 장비와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공동연구를 통해 

기상·기후 관련 사회문제(도로 살얼음, 폭염 등)에 신속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갑석 원장은 “기후환경 조건변화와 도로재질에 따른 노면결빙 시험이 가능한 기후환경챔버(-40℃~80℃, 상대습도 95%)를 활용해 도로 살얼음 발생 조

건을 규명하고 현장 Test-Bed를 통해 이를 검증 및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KCL은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과 적극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방역담당자 교육’이 7월 29일, 연구원 스포츠환경센터(대전) 2층 대회의실에서 열

렸다. KCL은 효율적인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했으며,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각 사업장별로 방역담당자를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지정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17명)와 방역담당자(23명)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 및 이행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 건강진단,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연구원에서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

인을 분석했다. 이어 진행된 방역담당자 교육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기

초로 해서 방역담당자의 역할, 세부업무 및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숙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KCL은 이들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와 철저한 방역에 힘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방역담당자 교육 실시

KCL과 SK건설(주)은 7월 14일, 서초 행정관

리동에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

약을 통해서 양 기관은 국내 건설 산업의 품

질 향상 및 기술 개발, 건축·토목·환경·에너

지 분야의 기술 발전 공동연구, 건설자재산

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정

보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명 부문장은 “건설은 우리 원의 핵심 사

업 분야 중 하나이며, 건설 현장의 품질 시험 

등 SK건설이 원하는 시험연구 서비스를 충

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건설(주)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CL & TECH + KCL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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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짓이다. 

1.5℃ 이내로 지구평균기온을 안정화하려면 2050년까지 넷 제로

(Net Zero·탄소중립), 2030년까지 지금 배출량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 

넷 제로는 배출량 순증 제로로 대기 중에 추가적인 온실가스를 배

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그린뉴딜이다. 2019년 2월 그린뉴딜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

출되었는데, 2050년까지 미국사회를 넷 제로, 100% 청정 재생에너

지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Green Deal)도 2050

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포함된 탄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준비

하고 있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와 통상으로 확장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모빌리

티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까지 국비 10조 원을 매년 투입해서 60

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2.5

만 호, 태양광 풍력발전 42.7GW, 전기차 110만 대, 스마트 그린 도

시 25개 등이 주요 목표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건설부문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 건설과 공공건물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검증 시

스템을 구축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도 그린뉴딜을 

계기로 사업 기회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면서 환경부

와 산업통상자원부 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등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

립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기반한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여념이 없다. 한국사회도 2020년을 기점으로 기후위기 대

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전기차 110만 대를 보급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만 2,300만 대이다. 교통과 물류 전반의 탈탄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상황은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고 물 

한 바가지를 퍼내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앞으로 그린뉴딜에 탈탄

소 사회 비전을 담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2015년 

파리협정 당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감축

량으로 잡았다. BAU방식으로 아무런 감축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늘어날 배출량을 추산하고, 배출전망치에 대비해서 37%를 줄이겠

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 이후 

세계가 달라졌다. 미국 민주당의 넷 제로 경로, 유럽연합의 넷 제로 

경로 등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세계는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방점을 찍어놓고, 역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넷 제로 사회를 만들

기후위기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10억 마리의 야

생동물이 사라진 호주 산불과 지금도 불타는 캘리포니아. 방글라데

시는 홍수로 국토의 4분의 1이 물에 잠겼다. 우리나라도 최장 54일 

동안의 장마로 대홍수 피해를 보았다. 지난 150여 년 동안 1℃ 상승

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평균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은 1.5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

금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40년경 지구평균기온 상승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20년이 남은 것이 

아니다. 1.5℃를 만드는 온실가스는 앞으로 7~8년이면 모두 배출되

고, 배출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 1.5℃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8년 

기 위해 산업,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업 부문에서 어떻게 얼

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한한 지구에서 

온실가스의 무한대 배출은 불가능하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경기부양대책 수준인 그린뉴딜을, 탈탄소사회 전환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린뉴딜이 보조금 투입으로 끝나지 않으려

면 핵심 제도 도입이 급선무다. 전력부문 믹스 조정과 탈석탄, 전기

요금와 전력시장 제도개선, 내연기관생산판매금지연도 등 제도개

선이 같이 가야 한다. 이 모든 영역에 사회적 합의, 그야말로 뉴딜

(New Deal)이 필요하다. EU도 지난해 기후비상선언을 발표한 후 그

린 딜 세부 정책 수립에 2년여 동안의 의견 수렴, 토론, 보완 과정을 

거친다. 생물 다양성, 먹을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 청정에너지, 순

환경제, 건물, 교통, 오염물질 제거, 기후행동 등 분야별 정책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에 전력요금과 에너지세금 제도 개편 등 

중장기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월, 2050년 장기저탄

소발전전략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정의당은 그린뉴딜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이 모

든 논의가 탈탄소사회을 만들 그린뉴딜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탈탄소사회를 향한 수많은 정책대안과 제도개선을 논의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체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탈탄소 정책의 제도화’와 

‘탈탄소 사회 실행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숙제를 마

친 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 동시에 남은 8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

응할 기회를 가진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기를 지구에

서 사는 우리가, 모든 것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늦었

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은 8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린뉴딜’을 통

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형 
그린뉴딜이 
가져올 
미래와              변화

Green New Deal Policy

KCL & PARTNER

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 ISSUE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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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투과성·난연성 강화로 

자연채광 시스템 새 장 연다

Fiber Reinforced Plastics

정부의 녹색건축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자연채광 시스템을 도입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녹색 건축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자연채광 설계로 대중적

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연채광 시스템은 건물 계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로 조명에너지를 35% 이상 절감 가능하며 자연채광의 부드러운 조명으로 밝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난연성 FRP 채광패널로 화재 막는다 

채광패널에는 폴리카보네이트(PC)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PC는 설치 후 옥외노출 

환경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뒤틀림, 변형 등이 발생하고 대형 시설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FRP 시트 

적용이 필요하다. FRP는 고강도, 내충격성, 내후성 등 물성이 우수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지만 화재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난연성 소재 기술개발이 요구돼왔다. 기존 제품은 난연 특성이 없고 난연성

을 갖춘 FRP 채광 시트의 경우 가격이 기존에 제품에 비해 5배 이상 비싸 시장 확산에 걸림돌이 됐다. 

KCL 고분자소재센터 박동협 센터장과 연구팀이 개발한 ‘난연성 채광패널’은 FRP 제품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빛이 잘 투과해 자연채광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고 난연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선진기업 제품 대비 

5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채광 시스템뿐만 아니라 채광 시트로 단독적으로도 판매가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난연성·광투과율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번에 개발된 난연성 채광패널은 난연제를 최적으로 조합해 투명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난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기술개발은 인체 유해성, 환경규제 등을 고려해 할로겐계 난연제를 완전 배제하고, 상업화

되어있는 인/질소계, 무기계 난연제들의 적정조합 및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 최적의 광투과율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했다. 기존 UPE 함침수지의 경우 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연제를 다량 첨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광투과율과 물리적 특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UPE 함침수지에 난연성을 부여하면

서 높은 광투과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연구와 시험을 진행했다.

자동화 설비를 이용한 제품 생산공정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채광 시트 치수, 템플레이트 형상에 따른 경화 

Zone 구조 변경, 경화온도, 생산속도 등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여 난연성 FRP 채광 시트에 최적화된 자동화 성

형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또 자연채광 패널의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FRP 채광 시트를 시스템화

하였으며, 시스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레임 조인트 부위설계 및 프레임과 채광 시트의 일체

화를 위한 실링 기술을 개발하여 자연채광 시스템을 개발했다. KCL은 국내 최대 FRP 생산기업인 (주)서진라이

트에 기술 이전을 통해 대량생산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저감기술로 시장 급성장 기대 

특허를 취득한 난연성 채광패널은 높은 광투과율과 화재안전성을 확보해 대형 공공시설과 공장, 유통상업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단열성능을 높이면 고급주택,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과 함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KCL & PARTNER 글·사진 KCL 홍보실  도움말 박동협 KCL 고분자소재센터 센터장+ SYNERGY+ 

KCL, 국내 최초 난연 FRP 채광패널 개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 광투과성과 난연성을 강화한 FRP 자연 채광패널이 국내 최초로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고분자소재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난연성 채광패널 및 단열성 자연채광 모듈’의 특장점에 대해 살펴본다.

섬유강화플라스틱에 광투과성과 난연성을 강화한 국내 최초 난연 FRP 채광패널 

FRP 생산업체 서진라이트 이명선 대표가 난연 FRP 채광패널을 들어보이고 있다. 

01
02

이번에 개발된 
난연성 채광패널은 
난연제를 최적으로 
조합해 투명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도 난연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01 02

 문의 KCL 고분자소재센터 032-46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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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 PARTNER 글·사진 KCL 홍보실  도움말 김창회 KCL 적합성운영팀 수석연구원

기업의 시험측정 역량 강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기업의 시험측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50년 역사의 인증 시스템을 갖춘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직접 

산업 종사자를 교육한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 인프라, 연구 인력을 투입해 수

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습 공간을 마련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이렇게 양성한 인재들은 인증 준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각 기업체에 이들 인력들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시험측정 능

력을 키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6만여 개 중 60%의 시험측정 능력이 최고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반적인 기술 수준의 지표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질 좋은 제

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도 그만큼 적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해 선언한 표준 혁신역량 강화 

및 국가표준체계 고도화 구현이라는 목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KCL 국

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 체계적인 교육으로 국내 기업들의 인증 능력을 높

이고 있는 이유다.

4년 연속 ‘최고’ 등급으로 교육성과 증명

지난 2015년 시작된 사업에서 KCL은 작년까지 4년 연속 최고 성과평가인 A등

급을 받는 높은 성과를 올렸다. 2017년에는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면서 

신뢰성이 높아졌다. 협약 기업도 지난해까지 823개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업 재직자들을 교육해 해마다 1,000명 이상의 뛰어난 인재들

을 배출하고 있다. 

이런 성과에 발맞춰 2020년부터는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신규 사업을 수행하는 등 교육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32개 과정 75회 교육

으로 연 교육인원을 기존 목표 대비 120% 증원한 1,091명으로 잡았다. 코로나

19로 전반적인 교육 사업이 축소되는 가운데도 예년 수준의 교육 목표를 세우

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 관련 바이오 및 고분자로 분야도 확대한다. 2018년 KCL에서 7.2억 원

을 들여서 구축한 인천 별관 3층의 고분자분석실과 약효분석실, 서초 행정관

리동에 위치한 실습실을 활용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한다. 두 시설은 각

각 이론교육장, 실습교육장을 갖추고 소재부품 분야 초저온 항습기 등 24종, 

02

03

01

제품 출시에서 인증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험·검사 준비가 기업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시험측정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자.

시험측정 전문가 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KCL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서초 행정관리동에 위치한 실습실과 인천 

별관 3층의 고분자분석실과 약효분석실을 

활용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한다. 

01, 02, 03

+ GROW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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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환경 분야 ICP 등 135종, 바이오 분야 HPLC 등 52종 등 대부분의 실습 교

육이 가능한 장비를 갖춰 교육 경험의 질을 높였다. 

맞춤형 교육, 국가 경쟁력을 높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비는 전 과정이 무료다. 사업주들은 교육에 

별다른 조건이 없어 직원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면 된다. 이

는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적합성, 화학환경, 바이오, 소재부품의 4대 전략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려는 조치다.

한편 KCL은 대상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도 운영한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약 

기업의 핵심 직무 분석을 돕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2020년

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현재 20개의 기업이 직무 분석을 통해 12개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에는 10대 유망 시험인증과 연계해 전기전자분

야 및 건설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역량 높은 인

재를 양성해가는 KCL의 노력이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

대해본다.   

 문의 KCL 적합성운영팀 02-3415-8768(교육신청 홈페이지 : www.kclhrd.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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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노력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민지 연구원 KCL 인증본부 적합성운영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실습 위주의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면교육이 필수입니다. 교육생들의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KCL의 교육은 훈련구성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참석 당

일에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습

니다. 또한 훈련시설별 자율점검을 시행하는 등 매일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 중에는 창문을 수시 개방해 충분히 환기하고 

문 손잡이,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등 주요 시설물의 청소 및 소

독을 강화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방식 또한 접촉을 최소화한 집체 훈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거리를 유지한 좌석배치, 1인 지정좌석제, 휴식시간 및 식사시

간 조정, 중식 및 다과 개별 제공 등을 통해 훈련생들을 철저히 개인

화했으며 많은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시설 내 위생수칙 홍보물 부착, 휴게 공간 내 홍보영

상 방영 등 감염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알려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CL만의 교육 특징과 강점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KCL은 2015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시험·

인증산업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강좌가 적어 역

량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시험·인증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

형 실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해 체계적인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무교육 운영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협약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인력의 Career Chain 기반을 구

축해 줍니다. 일회성·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KCL 컨

소시엄은 4년 연속 성과평가 최고등급을 받은 우수 훈련기관이며 

2019년도 최우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우수한 훈련 역량을 인

정받았습니다. 현재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인력양성 전문기관으

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수료 후 평가는 어떤가요? 교육생 평가 등 수치적인 평

가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KCL의 교육은 수강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교

육생들은 설문지를 통해 자가진단, 성취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

고 전담자는 이를 바탕으로 훈련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립니다. 참

가자들은 교육 전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지식을 체크하고 본인의 수

준을 인지하게 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사후평가와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훈련생의 지식수준은 약 15%, 성취도율은 약 

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평가는 교육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좋은 평가도구로 강의 효

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료생에게 연계 교육과정 및 권장 

훈련 가이드를 제시하는 후속조치 자료와 훈련과정을 개선하기 위

한 피드백 자료 등을 만드는데 폭넓게 활용해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초 교육장 리모델링 등 교육장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달라진 교

육 환경에 대한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육을 듣기 위해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교육장을 방

문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과 질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참가자들도 깨끗한 교육

장과 활용도 높은 시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장 리모델링은 적합성운영팀 김창회 수석과 이용성 선임

연구원의 노력이 더해져 강의 공간 활용률을 높였고 기존보다 밝고 

넓게 바꿔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

도록 했습니다. 

특히 휴식시간에 교육 참가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L(Leader’s 

Lounge)공간은 교육생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카페를 연

상시키는 커다란 테이블 아래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를 갖

춰 전자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점이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고 있습니다. KCL은 앞으로도 환경을 개선해 진정한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terview

새롭게 리모델링한 서초교육장은 활용도 높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카페를 연상시키는 L(Leader's Lounge) 공간은 휴식시간에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교육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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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만들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자재 단가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

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아주큐엠에스는 지난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챗봇(ChatBot), 로봇 프로

세스 자동화(RPA) 등 ICT 기술을 레미콘 산업에 적용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공정 전

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모바일 골재입고 서비스는 레미콘 모래, 자갈 등과 같은 원자재 납품 차량의 입출고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적

재량을 사업장 출입구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고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치화한다. 발주 수량과 실제 입고 수량

의 차이가 없으며 검수자가 직접 트럭에 올라가 확인해야 하는 등의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정확하고 편리

하다. 기존처럼 종이 송장이 아니라 전자 송장을 사용해 분쟁도 줄일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골재량을 실

시간 확인하거나 차량 통제, 일일 업무 마감 등을 처리할 수 있어 갑자기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도 쉽게 해

레미콘 산업에 
IT를 입히다

“52시간 근무제 시대, 

 매출 확대에 필수!”

아주산업 광명사업소 

김장힐 소장

아주큐엠에스는 아주산업의 IT 파트너로 산업 자동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입출고 원격 관리, 

정확한 고객 상담, 공정 프로세스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해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KCL & PARTNER 글 편집실+ 기UP스토리

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편의성 확대는 담당자의 업무를 줄일 뿐 아니라 공정 전체를 간소화하는 방향

으로 발전하리라 기대된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장이 되다

챗봇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사원이 직접 상담하며 확인했던 출하 정보를 자동화했다. 고객의 현장 상황 문의, 규

격 변경 요청, 차량 배차요청 사항 등을 메신저로 출력해준다. 특히 납품 규격, 주문량, 주문대수, 차량 배차 간

격 등 많이 사용하는 주요 단어를 버튼화해 실시간으로 출하 생산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유선 상담 중에 생기

는 소통 오류를 크게 줄여 현장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KS 규격 품질관리 서류업무를 자동화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품질관리 시험 결과 데이터 입력, 

출하생산 투입량 확인, 운반거리 비교 등 데이터분석·추출·검증·출력까지 대신해준다. 앞의 두 서비스와 달리 

아직 상용화 단계이지만 반복적인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아주큐엠에스의 시스템은 레미콘 산업 특성을 살린 스마트팩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고객의 요청을 단순화하

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서류 작업과 검증 과정을 대신해 업무 처리 시간을 획기적

으로 줄여가는 것이다. 고객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IT가 적용된 레

미콘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보자. 

“저희 광명사업소는 현재 아주큐엠에스의 시스템을 현

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골재입고 서비스는 5

년, 챗봇 서비스는 3년째 활용하고 있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서비스도 직접 시범운영했습니다. 우선 서

비스 도입 후 전반적인 업무환경이 200% 개선됐다고 생

각합니다. 시간과 체력을 아끼는 것과 동시에 피로도가 

대폭 줄어들어 효율적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특히 퇴

근 이후의 업무에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어 52시간 근무

제 시행 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기기로 입출고를 관리할 수 있는 모

바일 골재 입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입출고 시 현장을 지

켜야 했었던 이전과 달리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어 갑작스런 업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입고량

을 사진으로 촬영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편리합

니다. 차량 입고 시간이 기록되고 서류도 전자식이라 증

아주큐엠에스, 모바일

골재입고・출하 챗봇

서비스 출시

빙 능력이 커져서 발송 업체와의 오해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도 업체 주문을 글자로 

출력해주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화보다 메신

저 소통이 주효한 요즘의 추세에 맞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서비스는 

입력을 지시하고 퇴근하면 출근했을 때 모든 서류를 작

성해서 출력해놓기 때문에 업무량을 크게 줄입니다. 또 

반복 서류 작업이 필요한 분야에는 어디든 활용할 수 있

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이들 시스템의 공통점은 복잡

한 업무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업무의 보편성이 높아져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갑

작스럽게 몰려드는 주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주산

업의 7개의 사업소 모두 동종업계의 타사 대비 높은 매

출과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큐엠에스의 시

스템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Mini Interview

서초구 현장에 
차량 20대 보내줘

채팅 

문의
고객

현장

기사

모바일
자동 출하 등록

“Output”“Input”

“출하 ChatBot Engine” “출하 시스템”

자동 차량 배차

생산/지시

전자
현황판

질의

응답

- 거래처

- 주문 변경

- 차량 배차

차량 보내지 말고
대기해주세요

서초구 현장에 
차량 20대가

배차되었습니다

차량대기가
적용되었습니다

모바일 골재입고 서비스

납품정보입력

다 음

• 납품장소

• 생산업체

• 종류 및 명칭

• 수량

송장제출재촬영 재촬영입차확인 출차확인

입차촬영 출차촬영 송장확인

출하 챗봇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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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동수건설, KCL 광주지원의 도움으로 

조달시장에 뛰어들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동수건설은 미서기창, 방충망, 창 세트 등을 생산

하는 창호 전문업체다. 김양훈 대표는 2011년 (주)동수건설을 인수했다. 

지금은 직원이 15명, 연 매출 39억 원이지만 당시만 해도 15평 규모의 1인

기업이었다. 김양훈 대표는 낮에는 영업을 다니고, 밤에는 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을 하며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다.  많은 1인기업이 자신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창업을 하지만 판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동

수건설도 마찬가지였다. 안정적인 판로를 찾던 김양훈 대표는 조달시장

에 눈을 돌렸다. 당시는 조달시장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와 환

경표지인증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던 시기였다. 김양훈 대표는 관련 정보

를 얻기 위해 인증기관을 알아보던 중 KCL 광주지원을 만났다. 

KCL의 첫인상은 타 인증기관에 비해 전문 인원도 많고, 상담할수록 다

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증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김양훈 대표가 고민하면 KCL은 관련 자료를 바로 찾아주었다. 

KCL은 발표를 위한 PPT 작업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다. 그렇게 동수

건설은 KCL과 인연을 맺어 조달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여러 인증으로 사업에 날개를 달다 

“전라도 말로 ‘합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와 일을 진행할 때 손발이 

척척 잘 맞아 술술 풀릴 때 쓰죠. 10여 년을 함께한 KCL이 그런 존재였습

니다. 저희가 획득한 KS인증 대부분이 KCL과 함께했기에 가능했죠.”

KCL & PARTNER 글 KCL 홍보실  사진 김재이+ 같이, 가치_KCL연구회 회원사 탐방

KCL이 KS인증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2015년 이후부터는 문턱이 닳게 찾

아다녔다. 그렇게 조달청 등록 업체로 창에 대해 특허 받은 기술만 15개, 

창 세트로 KS인증, 창호용 망창(방충망) 성능인증, 녹색기술제품 인증 

등을 획득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6년 받은 창호용 망창 KS

인증(KS F 4536)이다.    

창호용 망창 KS인증 및 등급 분류는 일반용과 추락방지용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망틀의 강도, 정하중, 개폐 반복성, 방부식성, 개폐력(이동식) 5

개의 시험을 거치지만, 추락방지용은 ‘충격성능’에 대한 추가 시험이 진

행된다. 그 외에도 강도 및 하중 시험 시 일반용 망창 시험보다 2배의 하

중을 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동수건설은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

가 창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인정받아 충격방지용 

중기부 성능인증을 획득했다. 

“중기부 성능인증은 무척 까다로워 합격율이 10%도 안 됩니다. 저희는 

KCL의 도움으로 첫해에 바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인증

까지 걸린 시간은 6~7개월 정도로 짧아 회사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이밖에도 동수건설이 생산하는 안전사고 예방 제품으로는 손끼임 방지 

장치를 장착한 미서기창도 있다. 단열미서기창은 기밀성 ‘0’을 확보해 특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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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동수건설 

전경

알루미늄 일체형 격자창. 보통 

알루미늄창과 방범창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수건설의 단일창 제품은 도난 및 

파손 우려가 없다.

창문의 주요 구조부 중 하나인 

알루미늄 원자재로 창틀과 창짝을 

만드는 데 쓰인다. 

동수건설은 창호용 망창(KS 

F 4536)에 대해 성능 인증을 

획득하여 높은 기술력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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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동수건설은 1인 기업으로 시작해 10여 년 만에 

직원 수 15명, 연매출 39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안전을 위한 KS인증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광주지원이 함께하며, KCL연구회 회원사로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KCL과 함께 
신뢰 UP! 매출 UP!
(주)동수건설

허를 받았고, 창호용 안정봉과 창문 구조체로도 특허증을 획득했다. 지

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 실시한 ‘2019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KS인증을 보유한 기업 중 약 90%가 인증제품을 통해 매출이 올

랐다고 답해, KS인증이 해당 제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양훈 대표 역시 KS인증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수건설은 KS인증을 통해 전라남도청, 세종시 소방서, 고흥 우

주발사 전망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재생에너지 홍보 전시관 등 굵직

한 공공기관에 납품해왔다. 

완벽한 품질관리와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 

동수건설은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직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장 게시판에 붙은 ‘미서기창과 프로젝트 창 기밀

성능 등급 사내 공모’ 안내장이 이를 증명한다. 창호 성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자율방식으로 제출하면 평가와 실험 검증 후 설계

에 적용하겠다는 것. 현재 공장에서 제작 중인 창 세트도 군산교도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서 개발한 제품이다.

“많은 업체가 비용을 들여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제대

로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인증기관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

리 회사는 실패한 원인과 방법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1%라도 힌트를 

얻으면 100% 내 것으로 만들고, 보완하고 개선해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동수건설은 3년 전 임대하던 공장 옆 부지를 매입해 지금의 공장을 지었

다. 사업체를 꾸린 지 10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품질관리와 기술개발 그

리고 인증 등 모든 분야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동수건설이었기에 가능

한 일이었다. 지속가능한 그들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김양훈 (주)동수건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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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연구회 회원사 여러분!
<KCL LIFE>에 무료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KCL은 경험과 기술력, 국내 최고의 장비와 연구인력을 갖춘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열정과 소통, 그리고 신뢰를 주는 한결같은 자세로 대한민국 중견·중소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KCL LIFE>에 KCL 연구회 회원사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KCL, 신뢰로 사람과 환경, 산업의 미래를 꽃 피우다 

※ 관련 문의 : KCL 홍보실 김희진 책임연구원(TEL: 02-3415-8769, E-MAIL: khjoyful@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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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 CULTURE 글 편집실+ KCL이 만난 사람

긴 장마, 춥지 않은 겨울, 미세먼지, 그리고 코로나19. 외면했던 문제가 일상을 침범하자 우리는 더 오래, 깊이 그것을 

생각한다. 환경 이야기다. ‘지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영화 속 영웅의 일이 아닌 세계 시민의 의무가 되었다. 

‘이제라도 무엇을 하면 되나요?’란 질문에 답을 하는 이가 있다. 우리가 아는 그 똑똑한 방송인, 타일러 라쉬 씨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고 
말하는 지구인

타일러 라쉬 

최근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환경 에세이를 내셨어요. 우리가 

아는 ‘방송인’ 타일러 씨가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

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책을 내게 된 결정

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했지만, 

책이라는 매체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

송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단독 책을 써 달라고 여러 출판사로부터 

제의를 받았는데요, 문화, 언어, 사회에 대한 책이라도 환경 파

괴를 최소화하는 마음으로 친환경인쇄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대부분 ‘어렵다’,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 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왜 안 된다는 걸까 궁금해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친환경인쇄가 가능하더

라고요. 그래서 강연이나 매체에서 이 인쇄 관련 문제를 몇 번 

언급했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목

소리를 좀 더 과감하게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친환경인쇄로 출간하게 되셨

죠? 표지와 내지 모두 FSC 인증 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하셨고

요. 소개 좀 해주세요.

 FSC는 Forest Stewardship Council이라고 산림관리

협의회의 영어 약자인데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환

경인증 단체입니다. 나무와 체크모양이 함께 그려진 FSC로고가 

찍혀 있다면,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산림에서 가져온 모든 원재

료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벌목을 하지 않았고,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벌목하지 않

았으며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

는 겁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표지, 속지, 면지, 내지 즉 책 

전체가 FSC 인증을 받은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종이를 아끼기 

위하여 불필요한 띠지를 생략하는 등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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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

이 닥쳤음에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

후변화나 온난화 같은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변화가 

아닌 위기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환경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 중 제일 문제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랑 상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같은 태

도요.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환경문제의 파급력이 얼마

나 큰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

는데요, 가장 시급한 게 아무래도 환경을 이슈화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 즉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같이 해결하는 게 훨씬 많은 가

능성이 있어서 이슈를 알리는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 없이는 극복하기 힘든 규모의 문제이

니까요.

‘(미국인인) 당신이 환경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에 맞

서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못 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하

셨어요.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요?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못 낼 이유는 되지 않는

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감사한 한편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완벽해야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었

구나, 하는 생각에 슬픈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혼자서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유하고 싶은 의견이 있

으신 분이라면, 너무 두려워 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

어요. 생각을 공유하면 예상과 달리 공감해 주고 응원해 주시

WWF(World Wildlife Fund, 세계자연기금) 한국홍보대사이기도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홍보대사로서 어

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WWF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보전 단체입

니다. 기업과 정부, 시민이 더불어 자연을 보전시키는 일을 합니다. 

보호를 넘어 건강한 자연을 키워나가기 위해 생태계 보전 사업

도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의 판다보호구역, 태국의 왕립코끼리공

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회

복하고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과 시너지가 생기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거북이, 중국에서 

판다와 황금원숭이, 한국에서 저어새와 두루미를 지키는 현장

을 견학하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환

경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문제는 외면하고 싶고, 어려운 문제라고

들 여깁니다. 주변에서 그런 태도를 견지했던 분들이 조금씩 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목소리를 못 낼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존에는 ‘지구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과학적인 얘기를 

위주로 역설해서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은 아니잖아?’, ‘과학자

가 아닌데 내가 뭘 하겠냐’는 식으로 자포자기한 태도가 있었는

데 이제는 인류의 위기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망

하면, 나도 망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귀를 닫지 않고 관심을 갖습

니다. 이런 인식과 담론적 변화는 ‘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유효한 것 같습

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가 너와 나의 행복, 번영을 위협하지만 

극복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용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세요.

 먼지는 집에 쌓여 있는 ‘보드라운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발암물질이 가득 찬 대기오염은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환경문

제를 미화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명백한 문제를 문제의식 없

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반박

을 듣더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험인증

연구기관으로 환경 관련 시험과 인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에세이를 낸 작가로서, WWF 홍보대사로서 특별히 당부하

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환경 관련 인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인증제도가  소비자에게 많은 힘을 실어줍

니다. 동시에 그런 인증들이 확실하게 잘 관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높은 수준의 경제와 소비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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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7개월 만에 우리의 생활습관도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여행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기다리던 여름휴가도 맘껏 즐기지 못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뿐 아니라 

일상으로부터의 거리 두기가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여행이 있다. 바로 차박이다. 

캠핑은 가을이 제격
차박 입문 가이드

KCL & CULTURE 글 편집실+ SNS 핫플레이스

나도 한 번 ‘차박러’가 되어볼까

‘차박’이란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캠핑의 확장된 형태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한국소비자

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최신 캠핑 트렌드를 보면 2019년 8월

까지 캠핑 유형별 언급량 증감률 분석 결과 ‘차박’ 증가율이 

2017년 대비 7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카’와 ‘미니멀 

캠핑’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 안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캠핑

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차박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로 더욱 높아졌다. 여행지를 

국내로 택해야 한다는 점, 타인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다는 점, 캠핑과 숙박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점이 가능해 기존에 해왔던 여행의 결핍을 차

박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디어의 영향도 있다. JTBC 프로그램 <캠핑클럽>을 시작

으로 연예인들이 차박을 즐기는 모습이 방송으로 소개됐다. 

차박은 즐겁고 낭만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차박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은 레저용 차량과 SUV 차량, 차

박용 장비 수요의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자동차 관리

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캠핑카 개조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

교통부의 캠핑용 자동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캠핑카 튜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차박이 가능한 카니

발이나 SUV차량의 수요가 올랐고,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차박이 가능한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차박 정보 공유 사이

트의 회원 가입률도 올랐다. 차박 정보 공유 카페, ‘차박캠

핑클럽’의 회원 수는 7월 기준 15만 명을 넘었다.

환경이 조성되면 그 분야의 진입이 쉬워지는 법. 차박에 관

심이 없었더라도, 캠핑과는 거리가 멀었더라도 우연히 차박

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나도 한 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수줍게 ‘차박’

이라는 단어를 입력해본 경험이 있다면 초보 ‘차박러’를 위

한 아래의 가이드가 도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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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초보자시점 차박 용어 안전하고 즐거운 차박을 위해

머물다 간 곳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차박의 시간동안 

우리에게 선물을 제공한 자연에 대한 예의다. 차박을 하는 

동안 생긴 쓰레기는 그대로 가져거거나 정해진 곳에 버리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자. 첫째, 차박을 즐기는 자

로서 ‘차박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 둘째, 다음에 또 찾

게 되었을 때도 변함없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다녀간 

흔적은 내가 찍은 사진으로 남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차를 세우는 곳이 바로 캠핑장이 되는 것이 차박의 가장 큰 

매력이지만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 야영을 하는 건 불법이다.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야영장 정보 사

이트 ‘고캠핑’을 추천한다. 고캠핑에서는 2,405개의 지역별 등

록 야영장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캠핑지

도’에서는 전국 캠핑장 정보를 제공한다.

*고캠핑 : gocamping.or.kr

차에서 잠을 자기 전에는 차량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점검해

야 한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잘 잠궜는지, 기어 레인지가 ‘P’

에 있는지, 켜진 실내등은 없는지, 문을 확실히 잠갔는지 혹

시 열려 있는 창문은 없는지 두 번 이상 체크해야 한다. 예상

치 못한 다양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밀폐된 

차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에어컨, 히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차박에 필요한 보조 수단으로 루프톱 텐트와 도킹 텐드가 

있다. 루프톱은 차 지방에 올리는 텐트, 도킹 텐트는 트렁크나 

문 쪽에 연결하는 텐트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인원 수가 4인 

이상이면 루프톱, 이하는 도킹 텐트를 택하는 것이 잠 잘 때 편

하다. 오직 차만 활용해 밖에서 보면 차박인지 주차인지 알아

볼 수 없는 것을 스텔스 차박이라고 한다. 차박 장비를 구매하

러 갈 때 ‘루프톱’으로 할 건지, ‘도킹’으로 할 건지, ‘스텔스’로 할 

건지 물으면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아는 척하자.

#흔적을 남기지 말자 #고캠핑 #안전장치 점검#루프톱과 도킹, 그리고 스텔스

차박을 할 때 자동차의 수평을 맞춰 주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햇빛을 그대로 받는 곳, 모래로 되어 있는 곳, 개울가, 울퉁불

퉁한 곳, 좌우 높낮이가 다른 곳, 경사진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차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차에 보관 중인 

요리 재료가 새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 바퀴마다 버

팀목 등을 고정하는 것도 추천한다. 주차 중인 자동차가 브레

이크 문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용 에어매트, 어닝 혹은 타프 같은 그늘막류, 창문 가리

개, 벌레를 막아주는 방충망, 차량용 테이블과 식기류, 소형 

발전기는 필수 용품, 분위기를 띄어줄 블루투스 스피커와 알

전구는 선택이다. 차박을 할 때도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가 있다. 물을 끓여 마실 수 있는 전기 주전자나 스마트폰 충

전을 위해서다. 이때 시동을 걸어 전기를 얻기보다는 소형 발

전기를 준비해서 쓰는 것이 요긴하다. 

#수평 맞추기#필수 장비

차박은 차 안에서 n박을 하는 것. 차 안을 침대처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평탄화 작업이라고 한다.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실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셀프 평탄화 작업를 할 경우 기존의 구조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뒷자석 등받이와 시트를 모두 떼어 낸 자리에 차박

용 에어매트나, 차량용 놀이방 매트를 까는데 이때 중요한 것

은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는 것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는 꼭 차박용, 혹은 차량용 매트를 추천한다.

차량을 보관하겠다고 허락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차고

지증명이다. 차박을 위한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의 경

우 구조변경과 튜닝검사, 종합검사를 완료한 후에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변경 신청과 차량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

한 것이 차고지증명서. 법적으로 대부분의 캠핑카는 일반 주

거지역에는 주차를 못한다. 차량의 구조변경을 하게 되거나 

캠핑카를 구매할 경우 차고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탄화 작업#차고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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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한 
              미워하지 마세요

체중감량이 2020년 새해 목표였건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다 집에만 있어 ‘확찐자’가 된 당신.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두 나라 연구진들의 연구결과를 보고 위로 받기를 권한다. 오직 당신을 

위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행운의 편지가 왔다. 어쩐지 ‘혹’하는 ‘카더라’를 믿지 말고 갸우뚱하더라도 

‘데이터’를 믿으시길. 살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뱃살
어느 정도의 뱃살은 여성 건강에 도움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빼기 힘든 부분인 뱃살이 오히려 건강

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

교의 대사의학 교수인 프레드릭 카르페(Fredrik Karpe)가 어

느 정도의 뱃살은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의 뱃살은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인체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생산에 

도움을 주어 뇌혈관 및 자궁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

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여성의 경우 10~12%의 체지방을 갖고 있어야 건

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역 계통에 

결함이 생겨 생식 기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지방 지수가 높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 또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뱃살을 유지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때문에 몸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두 번 정도 다

시 생각해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체중감량은 운동보다 식이조절로

미국 의학 논물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따르면 단지 적

게 먹는 것이나 운동의 체중감량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체중은 자주 먹는 음식의 영향이 크다

는 것. 연구진은 12만 명의 체중을 4년마다 재고 그들이 먹는 

식단을 점검한 결과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은 예상 외로 살이 

덜 찌고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감자튀김을 매일 먹는 사

람은 살이 더 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매일 술을 마시거나 한 

시간씩 텔레비전을 보는 것, 부족한 수면 시간도 체중이 느

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 음식

은 요구르트와 견과류, 과일 순이었다. 

연구 결과로 나온 것 중 재밌는 것은 운동 효과였다. 연구를 

이끈 프랭크 후(Frank Hu) 박사는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의 

체중감량 효과는 4년에 0.9㎏ 정도뿐”이라며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결국 비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프레드릭 카르페(Fredrik Karpe) Say

“에스트로겐 생산에 도움을 주는 여성의 체지방

뇌혈관 및 자궁 질환을 예방해”

프랭크 후(Frank Hu) Say

“체중감량 효과 여부는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관건”

Dr. Say

KCL & CULTURE 글 편집실+ 레알 팩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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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부캐 전성시대

트로트 차트를 휩쓴 ‘유산슬’, 예능계를 접수한 ‘둘째이모 김다비’, 잠잠해진 레트로 열풍을 다시 끌어올린 

‘싹쓰리’와 함께 2020년 미디어에 ‘부캐’ 바람이 불고 있다. 2020년 트렌드 키워드 ‘멀티 페르소나’와 결을 함께 

하며,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물론 우리 생활 속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부캐 열풍을 조명해본다. 

어 플랫폼의 출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등이 맞아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써온 ‘사회

적 가면’을 벗고 새로운 자기 모습을 찾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2020년 잡코리아가 직장인 559명을 상대로 진행

한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 조사’에서 직장인 77.6%는 “회사에서의 내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 회사에 맞는 가면을 

쓰고 일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회사에서 요구·기대하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41.2%)”, “개인적이고 일만 

하는 조직문화·분위기 때문에(39.6%)”, “회사 동료들에게 평소 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35.9%)”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에게 있어 멀티 페르소나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캐, 현대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기 

본캐는 오랜 시간 나와 함께한 역할이라서 쉽게 바꿀 수 없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바꿀 수 없고, 나의 직업도 쉽

사리 바꿀 수 없다. 성격도 마찬가지다. 현대인들에게 부캐 즉, 멀티 페르소나는 무료하고 지친 삶에 해방구 혹은 안

식처일지도 모른다. 이들은 보통 퇴근 후가 되면 회사에 있던 자신과는 또 다른 자신을 만나러 간다. 대표적인 예로 

여가를 활용해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거나 미술을 배우는 등의 취미생활을 들 수 있다. 취미로 시작한 요가를 발전

시켜 요가 강사로 활약하거나, 작가를 꿈꾸던 이들이 작품을 쓰고 개인 출판에 도전하며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사

례도 많다.

현대인들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내 모습 중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

문을 가지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끊임없이 복합적으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를 건

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긍정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또 다

른 모습인 부캐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유(too)니버스·김다비

펭구·싹쓰리

‘또 하나의 나’로 사는 부캐 전성시대 

‘부캐’는 게임에서 나온 용어로 원래 자신의 모습인 ‘본(本)캐’ 외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부(副)캐릭터’의 줄임말이다. 

게임 세상에서 쓰이던 이 단어가 어느 순간 방송가를 휩쓸더니, 급기야 하나의 사화적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핫’ 한 부캐라면 ‘유산슬’, ‘펭수’, ‘싹스리’, ‘김다비’를 꼽을 수 있다.

본업이 개그맨인 유재석, 가수인 이효리와 비가 ‘싹쓰리’라는 3인조 혼성그룹을 만들어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유산슬 역시 유재석의 새로운 자아로 신인 트로트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펭수는 EBS 연습생이라는 타이틀

로 재치있는 입담과 댄스, 랩 등의 다양한 재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개그우먼 김신영도 직장인의 애환을 대변

하는 ‘둘째이모 김다비’로 맹활약 중이다. 대중은 이들의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알면서도 새로운 캐릭터에 몰입하고 

환호한다. 펭수의 탈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려 하지 않고, 30년 차 방송인 유재석이 아닌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에 열광한다. 

여러 개의 자아 가면,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

부캐 열풍은 ‘멀티 페르소나’ 이슈와 맞닿아있다. 멀티 페르소나는 여럿을 뜻하는 ‘멀티’와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의 합성어로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자아를 꺼내는 이른바 ‘부캐 놀이’ 또는 ‘멀티 페르소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내 안의 여러 자아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전환,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

KCL & CULTURE 글 편집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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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QUIZ 

<KCL LIFE> 가을호를 읽고 퀴즈를 풀어주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1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대형화

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L이 추진하

고 있는 ◦◦◦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

업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

을 통해 국내 기업의 미래 산업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① FRP 채광패널 

②   대용량 이차전지

③ e-모빌리티 

10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KCL ◦◦◦◦센터가 개발한 ‘내후성 옥외촉진 

시험방법’이 ISO 표준 제정으로 제정됐다. 

국산 장비를 활용한 KCL의 시험방법은 자연 

태양광과 인공태앙광을 이용해 내후성 시험

을 24시간 연속으로 실시함으로써 시험 기간

을 종전의 1/3로 단축하는 기술이다. 

① 옥외실증센터 

② 건물에너지센터 

③ 고분자소재센터 

32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KCL은 2020년 4월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 ◦◦◦◦제도’ 확인기관으로 지정

되어 기업의 스마트 수준을 진단하고, 최적화

된 스마트공장 구축과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①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및 표시의무화 제도 

②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③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56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공식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QUIZ
KCL CHANNEL&

1

2

힌 트 힌 트 힌 트

KCL CHANNEL

<KCL LIFE>에 참여하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응모 페이지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마감일은 12월 20일까지이며, 당첨 안내는 기재해주신 메일 주소로 안내됩니다. 

※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https://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목록(2020.1.~8.)을 
알려드립니다! 

KS M 2270

방습 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2020. 05. 12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2020. 05. 12

KS G 4300

가정용 일반 침대

2020. 06. 30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2020. 02. 17

KS D 3625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2020. 05. 12

KS F 3109

문세트

2020. 06. 30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2020. 02. 17

KS M 3550-7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관 

시설용 현장 경화 비굴착 보수 튜브

2020. 05. 12

KS F 3117

창세트

2020. 06. 30

KS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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