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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한 해,
나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착용한 마스크가 백신처럼 서로를 지켜주었고,
밤새워 마스크 성능 시험을 수행한 KCL 직원들은
우리의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더욱 크게 체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한정 지은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KCL이 수행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부터 그 안에서 사용되는 많은 제품들, 공기질, 의료기기, 배터리,
모빌리티 등 모든 것에서 위해 없이 안전한 삶.
2021년, KCL은 그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the way to trust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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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KCL의 역량과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KCL을 응원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있습니다. ESS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험평가법을 개발

극복해내고 있는 이 상황이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미래를 향한

하고, 각종 위해요소가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사전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지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에

또한 힘든 시기에도 KCL을 향한 고객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KCL은 모빌리티 분야에도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KCL은 2020년에 통합 10주년을 맞았고, 통합 이전의 연혁까지

KCL은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살펴보면 2021년은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정되어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실증주행시험장을 구축

1971년 창립된 한국수출잡화시험검사소로 시작하여 2010년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K ICM)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제품 설계, 제작, 시험, 평가를 할 수

(KEMTI)의 통합을 거친 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있도록 배터리 안정성 시험장비 24점, 실차 전자파 적합성 시험
장비 5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1점을 구비하고, e-모빌리티 실증

KCL은 2010년 설립 당시 15본부 42팀 1해외법인, 직원 530여 명의

주행시험장은 고속주행도로, 도심생활로, 굴곡주행도로, 등판로,

규모로 출발해 현재는 19본부 75팀 1해외법인 13반, 직원 1,000여 명

직선주행로, 선회시험로, 종합시험로 등을 갖추어 전기차 실도로

으로 2배의 조직 성장을 이루었고, 매출 규모는 약 2.5배가 증가

주행 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조건을 구현하는 완벽한 실증시험장이

하는 등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구축됩니다.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궤적을 함께 해온 KCL이
이제는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큰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적 수준의 배터리센터, 공기환경센터, 실화재센터,
미래차연구센터 등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시험

생활관련제품, 환경분야 시험인증기관이었던 KEMTI와 건설분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인증기관이었던 KICM이 통합한 초기에는 건설, 생활, 환경

안전과 신뢰의 대한민국, 그 중심에 KCL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오늘이 우리나라 시험인증산업의 내일이라는 책임감으로
해야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분야에 주력했으나, 점차 미래 신성장 분야에 적극 진출하면서

지난 10년간 쉼없이 달려온 KCL은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보다

현재 KCL은 화재안전, 이차전지, ESS,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더욱 값진 ‘가치와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질 관련 산업, 바이오 등 전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안전과 신뢰의 대한민국, 그 중심에 KCL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시험인증산업의 내일이라는 책임감으로 해야할

삼척실화재시험장, 건물에너지시험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에어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필터시험장, 모빌리티센터, 배터리센터, 바이오센터 등 신성장

KCL의 역량과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분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시험장을 갖추고 기업들의 시험

가는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증 수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첨단 인프라를 꾸준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KCL은 2020년 ESS와 모빌리티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감사합니다.

윤갑석

확장하면서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인증의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5

KCL & SPECIAL

<KCL LIFE> 겨울호 KCL & SPECIAL은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환을 위한

에너지효율 혁신 공공건물 리모델링 기반 사업

표준화·시험·인증·연구를 통해 녹색산업 인프라 확충과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KCL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소개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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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 SPECIAL

KCL, 건물에너지 기술·시장 혁신을 선도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스마트 외장재·설비 융복합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체계 구축, 실증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KCL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건축자재와
냉난방공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ESS 등 다양한 에너지기술의 시험·평가·인증과 건물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기술과 정책
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기존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 개발 실증

2050 탄소중립과 건물에너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2050 탄소중립 : 배출
하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탄소는 흡수 혹은 제거해서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듦)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
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 SPOTLIGHT

1월 취임 즉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
은 기업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상향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가 상품
수출 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향
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지만,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과 국민의 부담 발생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이라는 패러
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환경적 규제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산업구조와 사회 전반의 저탄소를 넘은 탈탄
소화와 신산업 육성 등의 선도적 대응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과 국

글 박덕준 KCL 건물에너지연구센터장

민 삶의 질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국민들이 수동적 정책의 수
용자가 아닌 능동적 동참자로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전력 신규 투자의 65%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등 에너지
시장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과 계
통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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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 등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요소기술, 즉 Building Component에 대

함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과 분산형 에너

한 성능평가 및 인증체계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각 기술들이 건

지시스템이 확산될 것이다.

축물에 적용되었을 때의 종합적 에너지성능에 대한 실제적인 에너

OECD 국가에서는 건물부문에서 약 4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 탄소 저감 효과가 중요시될 것이다. 현재 건축물 설계 시 에너지

• 구조체의 일사 영향을 최소화한 이중벽체 구조

있으며,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현재 국가 전체의 20%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고 인증

• 다양한 환경조건 및 비교실험이 가능한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고 있으나, 그 건축물에 입주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제2차 녹색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성능 확보를 위한 정보 제

건축물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신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

공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계획 및 설

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제고, 국민생

계, 시공 감리 시 활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 및 설비, 각 Component

활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5대 추

들의 융복합 시의 신뢰성 있는 성능평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 10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이를 위해 KCL은 에너지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인 ‘제로에너

하고 있다.

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스마트 외장재·설비 융복합 기술개발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성능평가 체계 구축, 실증’ R&D 과제를 올해 착수하여 제로에너

전환,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자재와 냉난방공조시스

지건축물 관련 융복합기술 성능평가 시험표준 및 제품표준(안)을

템, 신재생에너지, ESS 등 다양한 에너지기술의 시험·평가·인

개발하고, 통합품질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 외장재·

+ SPOTLIGHT

증과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KCL은 건물에너지 분야의 미래

설비 융복합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HVAC 시스템 등 Flexible한 다

를 견인하는 혁신 기술과 정책 개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양한 혁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간단위 성능평가 시험장치 구

있다.

축 관련 설계를 조만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각종 심의 및 건축
허가를 득하여 202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주요 구성
• 건물 방위각 조절이 가능한 Turn Around 구조

동일 규격의 2개실 구성
• 탈부착이 가능한 다양한 외피
(시스템창호, 커튼월창호)결합 구조
• 다양한 열원기기와 공조기, 복사냉난방,
신재생에너지 등 실험이 가능한 Flexible 구조

기술 수요 대상
에너지 多 소비형 공공건물
공공여객
청사

공공청사

공항청사

연구개발 & 실증

경찰
지구대

지역주민 다중이용 공공건물
도서관

문화체육
센터

체험관

A

24h 에너지 소비형 공공건물
소방
지구대

우체국

B
사진측량기반
BIM 자동생성
및 에너지
벤치마킹모듈

복지지원형 공공건물
노인시설

보육시설

통합 Platform

·기술 서비스 ·정보 서비스

진단솔루션

복지관

D

E

패시브패키지
제품
(외피, 환기/
차양자동제어)

사진측량기반
BIM 자동생성
및 에너지
벤치마킹모듈

평가
C
항목
딥러닝기반
및
표준값 및
성능값 패시브솔루션
계산 모델/DM 표준
시나리오
최적안 도출

해석·설계
솔루션

G

실증건물

액티브솔루션

F

참조모델기반
기술별에너지
성능평가 및 인증

신뢰성
확보 및
기술검증

품질평가
인증솔루션

신축 부문 제로에너지건축 혁신기술 개발
올해부터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

기존 건축물 부문 그린리모델링 혁신기술 개발

축 의무화가 시행되고,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

국가적으로 신축 건축물 부문을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와

축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패시브건축

성능 기준 고도화, 활성화를 통해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이미

요소와 액티브 요소를 결합한 융복합적 기술을 최적화하여 정량

지어진 전국 건축물 724만 동 중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적 성능인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약 540만 동(74%)에 육박하는 것은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

물이다.

율 향상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

중점 사업
국내 사업
지자체 공공사업
· 리모델링 시행사업
· BIM설계도서구축사업

해외 사업

기존건물에너지 측정진단공공사업

리모델링 사업설계·시공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자재·설비제품 수출

리모델링 사업설계·시공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자재·설비제품 판매

건축자재·설비시험·인증사업

통합 Platform 구축사업

건축자재·설비시험·인증사업

On-line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

건축자재·설비시험·인증사업

에서는 EU 그린딜의 중요 축으로 ‘Renovation Wave’를 추진하는
패시브(Passive)

등 기존 건축물의 실질적 에너지 리모델링인 Deep Renovation 비

종합 품질 시험평가 인증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실시간 에너지

저탄소 혁신 전환을 유도하는 건물에너지 정책 개발

고단열 바닥·벽·지붕,

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용량 분석 알고리즘과 사진측량 및 BIM 역설계 에너지정보 생

2050 탄소중립은 실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건물의 전생애적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부문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

성기술, Deep-Learning 기반 건물에너지 벤치마킹 모델 등 진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건물에너지 혁신기술의 개발 보급과

원(KCL)은 에너지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인 ‘기존 공공건물

단·분석 → 해석·설계 → 최적안 도출과 함께, 수요 맞춤형 에너

함께 중요한 것은 시장을 주도하고 활성화하는 건물에너지 정책의

에너지 효율 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 개발 실증’ 과제의 주관기관으

지효율 혁신 패시브/액티브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한다. 리모델링

지속적인 개선 방안 발굴과 새로운 정책 개발 노력이다.

로 올해부터 관련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실

건물에너지 종합 품질 성능평가 인프라와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KCL은 올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 환경 모사 기반의 에너지 진단 분석 기술 및 리모델링 혁신기

에너지효율 기술 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혁신기술 솔루션 및 정

연구”와 “건물에너지 시장 현황조사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선방

술·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패시브/액티브 융

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공공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산업 촉진형

안 연구” 등을 수행하며, 향후 건물에너지 분야의 발전 및 시장 활성

합솔루션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 표준화(안)을 개발하고, 건물에너지

혁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화를 위한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고기밀 창호, 외부차양 등

액티브(Active)
고효율설비, BEMS

제로에너지건축물
(Zero Energy Building)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10

11

KCL & SPECIAL

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의 다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축물은 저탄소사회와 산업혁신을 이끄는

한 시험인증 인프라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물에너지 관련 혁신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

기술을 보유하였거나 새로 개발하려는 여러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

지, 제어, ICT 등 각 부문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분절되었던 시

의 개발 단계별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높여나가며

대는 지나가고 있다. 소재, 부품, 설비, 설계, 시공, 감리, 운영관리,

제도권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교 역할을 하려 한다.

진단, 성능시험, 시뮬레이션, TAB, 커미셔닝 등 다양한 기능과 역

각국이 지향하는 목표인 제로에너지건축이라는 큰 그릇이 다양한

할들이 융복합되고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하는 연결의 시대에 접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어들고 있다.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통

면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과 수출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

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면서 다양한 연

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관 산업 활성화와 청·장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 개선과 관계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느 수요자라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

만들어가야 한다.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공론화하는 지금,

유럽연합은 EU 회원국의 건물에너지절약 정책 이행을 위한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제품 및 기술의 공급자는 제대로

도전하는 스타트업(Start-up)의 혁신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EPBD(Directive 2002/91/EC)를 2002년에 공포하여, 모든 신축

검증받고 경쟁하고 싶어도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

기존 산업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건

건물의 에너지성능 표시 의무화, 신축·매매·임대 계약 시 에너지

새로운 기술의 적용방안 마련 및 평가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에

물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갈 시기이다.

열관류율/결로성능 시험장비

창호 기밀/수밀/내풍압 시험장비

효율등급 인증서 첨부 의무화,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다양한 스타트업(Start-up)들이 개발했던 기술이 이미 신기술이 아니게
유럽 부동산 중개사무소 쇼윈도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사진 : 매물 하단 우측에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인증서 발부 의무화 등을 각국별로 시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공동주택 단지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

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기업과 전문기관, 전문
위원회, 정부 등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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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단위인 세대별 에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존 건축

성능 검증과 에너지해석 평가 연계체계를 갖춤으로써 수요자도 공

너지효율등급 인증 체계로 전환하여 주택 수요자 중심으로 인증제

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의 장벽이었던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나

급자도 서로 신뢰하고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의 돌파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상층 세대, 중간층 세대, 최하층 세대, 측

현장 조사 시 확인 항목 및 입력값 결정 방법, 에너지효율 개선 권

구를 만들어야 한다.

세대 등을 구분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고 인증하게 되면 설계

고 사항 등에 대한 대안을 발굴하고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세대별 에너지성능 편차를 줄이는 노력과 함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의 다섯 개 에너지 용도를 평가하고 있

께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건축물 가격에 반영되고 시공 품질이 향

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기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상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처럼 건축물 매매 및

기술 및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Nearly Zero Energy 기반을 넘어

임대 매물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결과를 표시하고 부

건축물의 Real Net Zero Energy를 목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동산 계약 관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매수자나 임차인이 궁금해

다섯 개 에너지 용도로 한정된 범위를 넘어 가전 등 콘센트 이용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단지별을 넘어 세대별 에너지효율

제품과 전력, 취사, 엘리베이터 외 다양한 건물서비스 관련 동력들

등급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급 체계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을 평가하고, 기기 성능은 물론 시스템 성능과 제어, 운전 및 행태

또한, 현재 신축 건축물 중심으로 취득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효

에 대한 부분을 스마트 기술과 함께 연계하여 실제의 제로에너지

율등급 인증을 기존 건축물로 확산하여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확

를 구현하고 거주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가

산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에서 건축물 신축·매매·임대 계약 시

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한 것은 고효율 건축물이
시장에서 선호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저탄소 혁신기술과 건물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주택 매매 또는 임대 시 에너지효율등급이

KCL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

최소 E등급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기준 등급 미달 주택을 거래

기술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을 입

시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고 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

안하고 시행하는 부처 및 연구기관, 대학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므로, 주택 개보수 공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기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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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그린리모델링 고도화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꿈꾸다

Q.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움직임에 발맞춰 올해부터 연면적

고단열, 고기밀, 고효율 냉난방설비, LED조명, 태양광용량 최적화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등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기술만으로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역시 시장 확

고층 건축물의 Net Zero Energy 실현은 요원한 상황이며, 신소재·

대가 예상되는데, 향후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

신기술 외피/설비, BI(Building Integrated) 신재생에너지시스템, AI

금합니다.

스마트 제어기술, DC Grid 등 건물에너지 관련 기술 혁신과 연계가

국내 리모델링 시장규모는 전체 건설시장의 약 10%를 차

필요합니다. 산업계나 기술개발 사업에서 실효성 높은 제로에너지

지하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린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시 반드

건축물 기술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져 상용화, 보편화

Q. KCL은 최근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시 포함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제도에

를 위한 표준화·시험·인증·연구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알

현재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비주거용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서 신기술, 신제품들의 건축물 적용 시 성능을 객관적으로 시험·

주거용 리모델링은 단독주택 중심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

검증받고 제도권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과 함께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술개발과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

그동안 그린리모델링이 창호 교체 단품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향후

다면 연구자의 사명감과 창의성을 높이면서 책임감을 가진 업계의

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개념을 제시해주셨는데,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필요성, 추진계획 등을 설명 부탁드

박덕준 센터장
KCL 에너지본부 건물에너지연구센터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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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시그니처 사업 중 하나인 그린리모

제적 제품·기술 솔루션, 제품·기술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품질(성

에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거주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통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도 유용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

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

능) 인증 지원체계, 실증을 통한 검증과 정보 연계 통합 플랫폼 등

합·전문 리모델링 시장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의 편

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거주자의 실내환경

을 개발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의 기획 → 진단 → 계획·설계 →

의성, 건강, 에너지 니즈를 파악하여 리모델링 범위와 수준, 기술, 예

신기술·제품 도입 전 기술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공 → 유지관리 전주기(Life-Cycle) 차원의 통합적 수요 맞춤형

산계획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 솔

등을 사전에 검증한다면 혁신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 동 중 약 75%인 540만 동이 준공 후 15년

효율향상 융합기술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에 착수한 에너지기술개

루션, 서비스 제공 기업이 그린리모델링 시장에서 확산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현행 요소기술 단위 품질인증

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건축물 단열기준이

발사업의 주요 계획입니다.

기존건축물 탄소배출 감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그린리모

성능평가는 융합기술의 성능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올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져 낮은 에너지효율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우선, 기획 및 진단 단계에서는 진단·분석을 위한 실시간 에너지

델링은 지속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부터 착수한 융복합 시스템에 대한 공간단위 Mock-up 성능평가,

많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량 분석 알고리즘과 현장 사진 측량 및 BIM(Building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같은 정량적 에너지성능 인증제도와 연

품질인증체계 개발 과정 및 결과를 통해 에너지·환경성능 및 품질을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폐열회수형 환기장

Information Modelling) 역설계 기반 에너지정보 생성 기술, 빅데이

계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이 선호대상이 될 수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국내 산업 및 정책의

치, LED 전등, 태양광패널 등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30% 이상 개선

터 기반 벤치마킹 모델 및 진단·평가 웹서비스를 개발해 에너지진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술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저변을 확산하고, 관련 시장 창출을 위

단 비용을 최소화하고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

조만간 공공 건축물 에너지성능 진단·평가를 통해 성능이 열악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

획·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사용자 친화형 에너지 해석·평가와

공공 건축물부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의

건물에너지 관련 기술 제조기업 시작품·시제품 제작 컨설팅, 신기

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

에너지 리모델링 최적안 제공 서비스를 시공·유지관리 지원 통합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

술 적용 복합형태·기능 제품 성능평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료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 정주

웹서비스와 함께 구축, 제공함으로써 에너지해석 비용을 최소화

고 있습니다.

다면 기술개발-시험·인증-보급-산업화의 건물에너지 혁신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품격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 전환하는 사업에 내

하고 적용 기술별, 설치 부위별 에너지성능 평가결과를 건축주 및

년까지 약 6,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비용 절감과 시공성

Q. KCL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물에너지 혁신 생태계의 청사

을 위한 저탄소 패러다임 전환에서 국민은 단순한 규제의 수용자가

하지만, 공공 건축물에 비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에

을 높인 외피 시스템과 융복합 패키지 시스템 등을 제어·운영 시나

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며,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말

아닌 제로에너지건축과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견인하는 동반자이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개선 공사를 의무화하거나 막

리오와 함께 개발하고, 품질기준 표준안과 환경조건 변화를 고려

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세요.

고객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대한 재정을 민간 건축주에게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은 존재합니다.

한 종합적 에너지성능 평가 솔루션,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함으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산업과 에너지산업, ICT산업의

저탄소 청정전력과 연계한 Net Zero Energy 건축물 혁신 기술은

따라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필

로써 그린리모델링의 품질검증 및 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융합형 변화를 이끌면서 에너지·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탄소 저감은 물론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우리 경제를 더욱 윤택

요성을 인식시키고, 에너지효율을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선호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기술 적용 후 객관적인 건물에너지성능·효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수단입니다.

하게 하여야 합니다. 좋은 정책과 기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

판단 요소가 되도록 유도하며, 그린리모델링 관련 비용 경제성이

과 검증을 커미셔닝, 유지관리 단계에서 실현하는 사업화 모델을

그동안의 특정 에너지용도만 평가하는, 완화된 에너지자립률의

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30년, 100년 후의 세대가 살아갈 지

개선되고 적합한 성능을 확보한 기술 및 엔지니어링이 활성화되는

표준 가이드·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통합 플랫폼에서 서비스함으로

Nearly Zero Energy 수준을 넘어 실제 Net Zero Energy를 달성하

속가능한 환경과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어렵지만

시장 관점의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합니다.

써 시장에서 그린리모델링 전 단계(Life-Cycle)에 필요한 토탈 솔루

기 위해서는 종전의 기술과 규제 중심 체계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꼭 가야만 하는 미래를 향한 선택과 도전에 많은 전문가분들과 산

건축물 현황 에너지 진단·분석, 수요 맞춤형 설계, 실용적·비용경

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업계와의 협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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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Value Chain 구축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50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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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 50’S STORY

계간지 <KCL LIFE> 안내

<KCL LIFE>

잇

안전을 잇고
성장을 잇고
미래를 잇다

다

KCL의 기술과 신뢰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KCL
50’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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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 설립 50주년을 맞는 2021년.
지난 50년은 단순히 1년이 50번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KCL人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빚어낸 빛나는 성취입니다.
<KCL LIFE>는 KCL이 국민과 함께 걸어온 5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초일류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KCL의 혁신적 미래 비전을 만나보겠습니다.

제호 KCL LIFE가 담고 있는 의미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인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감을 주는 서체로 기관의 정체성을 표방

18 KCL 50+STORY KCL 50주년, 신뢰와 가능성의 이름이 되다 20 50th Anniversay Emblem 50주년 기념 엠블럼 소개

안전한 삶에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

16

17

글 KCL 홍보실

KCL 50+STORY

KCL & 50’S STORY

2021

2020

KCL 창립 50주년 & 통합 10주년
신뢰와 가능성의 이름이 되다

KCL, 통합 후 성장의 10년을 말하다
KICM과 KEMTI의 통합을 통해 탄생한 KCL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KCL은 분야와 규모를 넓혀가며 50년 역사 가운데 어느 때보다 눈부신 도약을 이뤄
냈다. 지난 10년의 기록을 살펴보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잠재 가능성을 내다본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2021년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KCL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EMTI)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KICM)의 역사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시간과 앞으로 펼쳐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내다본다.

조직 규모 성장

매출 규모 증가

19 본부, 75 팀,
1 해외 법인, 13 반
15 본부, 42팀,
1 해외 법인,
530 여 명
약

KEMTI

2010

KICM

2.5배 Up

2 배 Up ▲

2020

시험인증, 전산업 분야로 진출

신뢰의 50년, 역사가 되다

KEMTI

KICM

생활관련제품,
환경분야

건설분야

KCL
미래 신성장 분야
- 화재안전, 이차전지, ESS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공기질
관련 산업, 바이오 등

KCL은 1971년 설립한 KEMTI와 1994년 설립한 KICM이 2010년 통합하며 출범한 기관이다. 두 기관이 쌓아온 역사와 역량을 결집해서 지난 10년 동안
안전, 환경, 의료기기, 바이오, 생활용품, 건설재료 등 분야를 넓혀가며 뛰어난 인증 역량을 발휘해 신뢰를 높여왔다.

기관지정 증가

KCL의 저력은 두 기관이 쌓아온 노하우가 한데 모여 시너지를 발휘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겨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증 수요를
감당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71. 04
(재)한국수출잡화
시험검사소

1970s

1980. 12

1994. 04.

2003. 01

(재)한국잡화포장
시험검사소

(재)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재)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980s

1990s

해외 협력기관 증가

13 개부처,
99 기관
5 개부처,
42 기관

약

23 개국,
80 기관

3.8 배 Up ▲

2000s

2010

2010s
1994. 07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990s

2000s

약

4 배 Up ▲

2020

전국 사업장 수 증가
신성장 분야 시험 수행 특수사업장 구축

2010. 07. 08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출범
18

10 개국,
21 기관

- 삼척실화재시험장, 건물에너지시험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에어필터시험장, 모빌리티센터, 배터리센터 등

12개 Up

32개 사업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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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TH ANNIVERSAY EMBLEM

the way to trust KCL!

50주년 기념 엠블럼

KCL의 개원 50주년 엠블럼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해 온 50년과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방향을 기본으로, 숫자 ‘50’에 KCL의 슬로건 ‘the way to trust KCL’과
상생·동행·공감 등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Let’s KCL’ 문구가 더해진 총 2종으로 제작됐다.
KCL의 CI 컬러가 어우러진 둥근 원모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전세계를 아우르는 포용의 의미를 상징하며, 숫자 ‘50’의 컬러를 비움으로써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KCL의 정체성과 비전을 시각화했다.

KCL
&
TECH

22 TECH INSIGHT ①

도로 위 시한폭탄, 도로 살얼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측 및 평가 기술 개발
26 TECH INSIGHT ②

플라스틱 배관의 안전성을 높이다
- 최소요구강도(MRS) 시험
30 R&D

GC-MSD를 이용한 어린이제품 중
알러지 유발 방향성 물질의
동시분석법 분석법 개발
34 KCL의 얼굴들

디지털 뉴딜의 거점,
영남의 중추적 기관을 꿈꾼다
- KCL 경남지원

OVERVIEW

42 HOT PICK ①

시험인증 종합 역량 강화에 앞장서다
- KOLAS 시험기관 전환인정 컨설팅
44 HOT PICK ②

물류 서비스 혁신을 이끌다
- KCL의 콜드 체인 표준화 연구 동향
48 KCL TOON

이 구역의 최고는 KCL!
- 아마존 닷컴 ISTA 6-Amazon SIOC
시험기관
50 ZOOM IN

2020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54 KCL NEWS

38 인증마크 이야기

태어나서부터 일생 동안 만나는
‘안전한 제품’ KC인증

‘the way to trust KCL’이라는 슬로건의 정신을 담은 엠블럼이다.

‘Let’s KCL’은 상생·동행·공감 등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엠블럼이다.

신뢰를 기본 가치로 삼고, 지난 50년 동안 기업발전과

글로벌 일류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앞으로의

국민안전에 힘써온 KCL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

100년을 선도해갈 KCL의 도전과 혁신을 의미하고 있다.

20

2020년 KCL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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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 INSIGHT ①

글 박윤미 KCL 기후환경실증센터 선임연구원

도로 위 시한폭탄,
도로 살얼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측 및 평가 기술 개발

도로 살얼음 발생원인
어는 비

눈싸라기

눈

5㎞

5㎞

5㎞

기온<0℃

기온>0℃

0℃

도로 위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도로 살얼음의 사고 해결을 위한 ‘기상예측 기술 및
저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KCL 기후환경실증센터에서는 기상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된 도로 살얼음 발생조건 및 메커니즘에 기반해 배수성포장과 투수성 차도블록,
도로도포 등 도로포장재별 도로 살얼음 저감성능을 평가하였다. KCL 기후환경실증센터의
도로 살얼음 관련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
도로 살얼음

최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도로 살얼음 사고

기온<0℃

기온>0℃

0℃

기온<0℃

기온>0℃

기온<0℃

0℃

TECH INSIGHT ①

비
5㎞

기온>0℃

0℃

(a) 눈 또는 비가 오고 온도가 하강하면서 결빙이
발생하는 경우

(b) 영하의 낮은 기온에서 수증기가 노면에 결빙되어
발생하는 경우
(출처: 독일 연방교통연구소, BASt）

도로 살얼음 관련
동향

도로 살얼음 관련 연구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기상상태에 따른 도로 살얼음 발생예측에
관한 연구, 둘째, 도로 살얼음 발생을 관측하는 연구, 셋째, 도로 살얼음(결빙) 발생 방지를 위한 연
구이다. 도로 살얼음 발생 예측의 경우 올해 초 기상청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한국

해결을 위한 ‘기상예측 기술 및 저감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공사, 행정안전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리고 KCL 기후환경 실증센터 등 7개 기관이 연구팀을

올해 1월 경남 합천군 33번 국도에서는 6명의 사상자를 낸 41중 연쇄추돌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구성하여 도로 살얼음 발생 위험도 예측기술 및 정보 전달 서비스 개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2019년 12월에는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47중 추돌사고로 사망자 7명이 발생하였다. 약하게 내린
눈과 낮은 기온으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진 게 원인이었다.
도로 살얼음이 생기면 일반도로 보다 최대 14배,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럽다. 또한 눈길보다 부상자는
4.8배, 사망자는 3.5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14∼’18)간 도로 살얼음 교통사고 건수는
총 6,548건(연평균 1,310건), 사망자 수는 199명에 달하며,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6배로
도로상태가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국립기상과학원과의
MOU를 통해 도로
살얼음 발생 예측을
위한 실증 연구 수행

KCL은 국립기상과학원과 2020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 살얼음 발생 예측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KCL이 보유하고 있는 온도, 습도, 강우, 강설, 일사의 재현이 가능한 복합기후 환경
챔버 및 기후환경 실험실을 활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기상조건을 실험실 내에서 구현함으로써
재해기상 발생환경을 재현하고 노면상태 센서를 통하여 노면의 젖은 상태, 축축한 상태, 얼음이 발생한
상태를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하여 도로 살얼음 발생 기상조건을 확인하고 KCL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로 살얼음 평가

도로 살얼음 피해 사례

기술에 관한 기상환경 재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평가방법에 대한 환경설정의 타당성 및
재해기상 재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기상과학원-KCL간 MOU 체결(‘20.6.18)

도로 살얼음 발생 기상조건 재현
노면상태
센터

도로 살얼음이란?

도로 살얼음은 표면의 눈이 보이지 않게 결빙이 발생된 상태로 눈 또는 비가 오고 온도가 하강하면
서 결빙이 발생하는 경우, 영하의 낮은 기온에서 수증기가 노면에 결빙되어 발생하는 경우, 눈 또는

시편0

우박 등이 내린 후 해빙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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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1

시편2

시편3

시편4

KCL 기후환경실험실을 활용하여 도로 살얼음 저감 기술에 대한 시험 방법과 표준을 개발하기

도로 살얼음 평가장비 개념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도로 살얼음 발생을 저감시키는 몇몇 기술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TECH INSIGHT ①

기후환경실험을
통해 도로 살얼음
실증 평가기술 개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어 KCL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KCL 기후환경실증센터에서는 기상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된 도로 살얼음 발생조건 및 메커
니즘에 기반해 배수성포장과 투수성 차도블록, 도료 도포 등 도로포장재별 도로 살얼음 저감성능을
평가하였다. 기후환경챔버 내에서 어는 비로 인한 도로 살얼음 발생조건을 모사하는 것이다.
도로 살얼음이 새벽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축냉(築冷) 시간과 온도
조건을 설정하고 2℃의 어는 비를 내리게 하여 시료 표면의 도로 살얼음 유무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1.6℃ 이하의 온도 조건에서 6시간 축냉시킨 시료에 어는 비를 내리면 아스팔트 표면에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실험군의 경우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제된 재해환경 조건에서 미끄럼저항성 시험장비를 활용해 표면의 미끄럼정도를 측정하여
도로 살얼음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아스팔트 대비 각 요소기술별 도로 살얼음

도로 살얼음 평가장비 사진 ⓐ아스팔트 ⓑ도료 ©배수성포장 ⓓ투수블록

혹은 결빙 발생 정도가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도로 살얼음 발생을 미끄럼 정도로 검증하는
데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기후환경실증센터의 기후환경실험실(대, 중, 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환경조건을 실제 계절과
상관없이 실증단위의 규모로 재현이 가능하므로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 폭우, 미세먼지(도로재비산),
도로 살얼음 등의 시험이 언제든 가능하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건설 인프라 내후·내구성
성능평가를 통한 국민안전 향상과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KCL 기후환경실증센터 043-753-3120

ⓑ

ⓐ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지점

도로 살얼음 실증시험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지점의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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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낙현 KCL 신뢰성센터 책임연구원

플라스틱 배관의 안전성을 높이다
최소요구강도(MRS) 시험
국내 시험기관 중 KCL이 유일하게 수행 가능

1935년 PVC 소재의 파이프(Pipe)가 만들어져 1936년 주거용 식수 분배 및 폐수(하수) 라인 등으로 설치되었고, 유럽 전역
으로 확대되어 1952년 대서양을 건너 북미지역에서도 PVC 파이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내에는 1960년대 PVC 파이프가 처음 소개되어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소재 산업의 발전으로 PVC 소재 외에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부텐(PB),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나일론,
ABS, PVDF 등 다양한 소재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파이프 분류, 시장 점유율, 용도 및 연결 방법
Categories

Estimated
Share (%)

PVC
PVC-U
PVC-C
PVC-H
PVC-O
PE
HDPE
LD/LLDPE
PE-RT
PP
PP-RCT
ABS
PE-X
PB
PVDF
GRP (FRPM)
RPC

Joint
Tech*

Applications

57

Industrial, Drainage, Cold Water supply, Irrigation Hot water supply
Drainage,
Cold water supply, Gaseous Fuel supply

m
rr, ad, m
ad, m
rr, ad,m

34

Industrial Drainage, Cold water supply, Gaseous fuel supply Irrigation

m
w, m, rr

Industrial, Drainage, Cold water supply,
Hot water supply
Industial
Industial, Cold water supply, Hot water supply, Geseous fuel supply
Industrial, Cold water supply, Hot water Supply
Industrial
Industrial, Drainage, Cold water supply
Industrial

4
2
1
0.5
1.5
-

rr, w, m
ad
m, w
w, m
w, m
rr. m

이러한 플라스틱 파이프 및 튜브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56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5.1%의 연평균 성장률(GAGR)을

플라스틱과 파이프 시스템(Plastic & Pipe System)

보이며 2021년에는 약 7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Plastic Pipe: Global Markets’, BBC Research, 2017.05).

우리 생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소재 중 하나는 고(高)분자량의 중합체인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Plastic)은 산업 제품의
제조에 적합한 광범위한 합성 또는 반합성 유기 무정형 고체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 용어이다. 플라스틱이란 용어는

세계 플라스틱 파이프 수요량

‘성형(조형)했다’는 의미인 고대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됐다. 다른 소재에 비해 모양을 바꾸거나 녹여서
Region

2009 2014 2019

Annual
Growth(%)

North America

1,440

2014/
2009
1,720 2,455
3.6

파이프 시스템(관, 연결부속 등 물질을 이송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부속품들)은 물질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장 안정적인

Western Europe

1,370

1,450

수단 중 하나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금속 또는 콘크리트

Asia/Pacific
Japan
China

수행하고 있다.

재질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들어 플라스틱 제품 및 복합재와 같은 신소재는 파이프 라인에서 재료 시스템의 적용 영역을
향상시켰다. 플라스틱 소재의 파이프는 강관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며 부식이 없고 내화학성 등이 우수한 장점들로 인해
그 사용 용도가 확대되었고,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Rest of World
Total

2019/
2014
7.4

1,720

1.1

3.5

4,570 7,870 11,400
375
435
495
2,120 4,595 7,160

11.5
3.0
16.7

7.7
2.6
9.3

3,725

5.4

5.2

9,600 13,930 19,300

7.7

6.7

2,220 2,890

Pipe Demand (Million Meters)

본뜨기에 적합한 소재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밀폐용기, 빨대 등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현재는 이 용도 중 상수나 하수, 가스 등을 이송하는 파이프 및 이음관 용도에도 훌륭하게 그 역할을

18,000

(단위: million meter)

14,000
12,000

Rest of
World

Growth
7.7%/5Y

10,000

China

8,000
6,000
4,000
2,000
0

(출처: Freedonia Group Inc., Cleveland, USA)

Growth
6.7%/5Y

16,000

2009

Japan
Western
Europe
North
America
2014
2019(PJ)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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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으로 플라스틱 배관의 장기 내구성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사용자 중 일부는
플라스틱 배관을 압력관에 적용하기를 꺼리고 있어 최소요구강도(MRS)시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MRS시험이란 배관의 내구강도 시험으로 시료당 약 1만 시간까지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50년 후에도
견딜 수 있는 압력을 예측하는 내구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평가이다. 국내 시험기관 중 유일하게 MRS시험이 가능한
KCL은 MRS시험을 통해 플라스틱 배관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플라스틱 파이프의 역사는, 최초 1932년 독일에서 폴리염화비닐(PVC) 소재를 사용하여 튜브(Tube)를 제작한 것을 시작으로

①

플라스틱 파이프와 최소요구강도

②

③
P = 2 σ e / (D - e)

(Minimum Required Strength, MRS)
Stage I

온도 및 관련 안전 요소에서의 장기적인 거동이다.
플라스틱 파이프 및 고분자 기반 복합 파이프의
오랜 시간 거동을 고려하는 것은 많은 실용적인

Log Hoop stress

시험
내부 압력을 받는 압력 파이프의 주요 문제는 서비스

P : 시험능력, MPa
σ : 원주응력, MPa
e : 최소 관벽두께, mm
D : 평균 바깥지름, mm

Stage II

Lifetime
area!

목적에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고분자

점에서 비롯된다. 플라스틱 소재 및 파이프의 장기

⑤

④

Stage III
Log Time

적인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정수압시험을

요약하면, 고온과 서비스 온도(20℃)에서 장기정수압시험을 실시하여 각 온도별 파괴시간을 기록하고, 서로 다른 온도에서의 시험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플라스틱 파이프의 내부 압력 저항은 낮은 사용 온도보다 현저히 작다. 폴리에틸렌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20℃에서의 정수압 강도를 50년까지 외삽한다. 여기서 20℃에서 50년까지 외삽한

열가소성 소재 및 파이프의 내부정수압시험은 온도가 높을수록, 시험시간이 길어질수록 Stage I 단계에서 Stage III 단계로

정수압 강도(σLTHS)의 97.5% 하한신뢰한계값(σLPL)을 예측하고, ISO 12162(Thermoplastics materials for pipes and fittings for

진행한다. 파괴형상별로 Stage I 단계는 연성파괴(Ductile Failure, 과도한 내압에 의해 관 형상의 시험편에 변형이 가고,

pressure applications - Classification, designation and design coefficient)의 <표 1>에 따라 분류한 값을 최소요구강도(MRS)라 한다.

원주방향으로 균열 발생), Stage II 단계는 취성파괴(Brittle Failure, 관의 변형 없이 길이방향으로 균열이 발생), Stage III

Standard Method : ISO 9080 : 2003, 4-parameter model

단계는 산화(Oxydation) 또는 열분해(Thermal Degradation)에 의한 파괴로 구분된다.


1

10

내부 압력이 지속되는 플라스틱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50년 동안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파이프의 거동에

위해 50년 동안 장기간 시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파이프의 장기 거동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국제표준
ISO 1167-1, -2, -3(Thermoplastics pipes, fittings and assemblies for the conveyance of fluids - Determination of

σLPL = 24.91 MPa
MRS = 22.4 MPa

the resistance to internal pressure)에 따라 특정 기간까지 내압시험[크리프-파괴(creep-rupture)시험]을 수행한 다음,

Log t = A + B /T + C*log S + D*log S /T

적절한 외삽법(Standard Extrapolation Method, SEM, 표준 외삽법)을 통해 장기 거동의 추정치를 얻는 것이다(ISO 9080

20°C 40°C 60°C

A, B, C, D : contstant
t : time[hours]
T : temperature [oK]
S : hoop stress [MPa]

LTHS LPL

Plastics piping and ducting systems - Determination of the long-term hydrostatic strength of thermoplastics
materials in pipe form by extrapolation).

100

Hoop Stress (MPa)

대한 시간 의존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작동하는 동안 플라스틱 파이프 라인의 압력 저항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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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SO 1167에 따른 내압시험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시험편은 파이프 형태의 자유길이(Free Length) 이상으

플라스틱 파이프 설계에 대한 지침은 파이프의 단기 및 장기 응력을 사용하고, 정수압 하에서 최소요구강도에 안전계수를 적용

로 양끝이 반듯이 절단된 관을 ①외경줄자를 이용하여 평균바깥지름과 ②두께측정기에서 최소관벽두께를 측정한다. ③식

한다. ISO 12162에 따라 플라스틱 파이프의 설계 강도(Design stress, σs)는 해당 재료의 최소요구강도(MRS)를 배관계 구성품의

에 측정된 치수를 대입하여 시험 계획한 원주응력에 대한 시험압력을 계산한다. ④관 내부에 시험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물성과 사용조건을 고려한 1보다 큰 값을 갖는 총괄 계수인 설계 계수(Design coefficient, C)로 나눈 값으로, 설계 계수 C는 관련

시험편의 양끝에 end-cap을 체결한다. 표준에서 end-cap은 A타입과 B타입이 있으나, 최소요구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제품 표준에 명시될 수 있다. 열가소성 배관계의 경우, 20℃에서의 최소 설계 계수 Cmin의 값은 ISO 12162 표에 명시된 값과 같다.

시험에서는 A타입 만을 사용한다. ⑤준비된 시험편은 시험온도가 유지된 항온조에서 표준에 따라 관벽 두께별로 규정된

기존 절차에 따르면 내부 정수압 크리프-파단 시험(열간내압크리프시험)과 파이프 서비스 수명 50년에 대한 외삽(최소

시간 이상 상태조절한 후, 내압시험기에 연결하여 목표한 시험압력까지 압력에 의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서서히 압력을

요구강도, MRS)은 주요 설계 및 평가 기준 중 하나이며, 서로 다른 온도 및 매체에서 파이프의 장기정수압강도(Long-

증가한다. 시험압력은 관이 파괴될 때까지 설정한 압력이 (+2/-1)%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⑥관이 파괴되면, 그 시간과

Term Hydrostatic Strength, LTHS)와 관련된 크리프-파열 곡선(Hoop stress-Time curve)은 파이프 시스템의 남은 서비스

파괴유형을 기록한다.

수명을 확인하고, 고장을 조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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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KCL 신뢰성센터 042-723-3050

TECH INSIGHT ②

물질의 거동은 시간과 온도에 크게 의존한다는

⑥

KCL & TECH

+ R&D

글 고경목 KCL 스포츠환경센터 연구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추세
화학제품의 생산·유통량이 많이 늘어나(02년, 2억 9천만 톤 → 06년, 4억 2천만 톤, 45%
증가) 화학제품을 장기간 반복 사용함에 따른 어린이 건강피해 우려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어린이제품의 세계 주요 시장을 차지하는 미국
CPSIA, EU의 Directive 2009/48/EC, 일본 ST 2012 등 주요 선진국은 제품의 출시 전 안전성
확인이 강화되고 있으며, EU의 경우 신 완구 지침인 Directive 2009/48/EC에서, 기존의
8대 금속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19대 유해 금속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방향성 물질(Alanroot Oil 등 55 물질)의 함유를 금지 또는
일부 방향성 추출물(Anisyl Alcohol 등 11종)의 경우 배합 한도 및 포장표시를 정하여 규제
하고 있다.
이 물질들은 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될 경우 피부접촉에 의한 알러지 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 또는 사용이 제한된 물질로 알려져 있다. Directive 2009/48/EC의 조항에
따라 19대 유해 금속은 2014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여 EN 71-3을 개정·반영하고 있으나,
알러지 유발 방향성 물질의 경우는 현재까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검사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EN 71, ISO 등에서도 제시된 시험 방법이 없으며, 다만 제조 또는 수
입자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알러지 유발 방향성 물질의 분석 방법 개발
한편 일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디-리모넨, 리날로올(D-limonene, Linalool,
Cintonellol) 등 일부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제정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와 함께 시험
검사 방법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물질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
된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어린이 제품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의 사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GC-MSD를 이용한 어린이제품 중
알러지 유발 방향성 물질의 동시분석법 개발
·국내외 안전기준과 시험방법 부재한 실정 해소에 기여
화학제품의 생산·유통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의 건강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EU 등 국내외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어린이 제품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의 사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제조·수입환경 등 여러 이유로
공통 안전기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알러지 유발 방향성 물질 중 먼저 21종의 시험 및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규정 제정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있는 어린이제품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5년 6월 4일
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수입환경 등 여러 이유로 개별기준이나 공통안전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알러지 방향성 물질의 안전기준 및 시험 검사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알러지 유발 방향성 물질 중 먼저 21종의 시험 및 분석 방법을 개발하
고 관련 규정 제정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 유지 및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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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 9종에서 한 개 이상 검출
┃ 실험 계획 ┃

국내외적으로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시료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 대상 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향기 나는 제품

있으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제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방향성 물질(Alanroot Oil 등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대형 마트나 시장 또는 학교 앞 마트 등에서 문구류 1종, 완구류 12종 등

55종 물질)의 함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방향성 추출물(Anisyl Alcohol 등 11종)

총 13종의 시료를 구매하였다.

의 경우 배합 한도 및 포장표시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전기준 및 시험 검사

전처리 방법은 어린이제품 중 고상 시료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속슬렛 추출법을 선택하였으며,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6종의 알러지 유발 방향성 물질 중 21종을 우

추출 용매로는 시료의 팽윤 및 팽창 등을 고려하여 Hexane을 선정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선적으로 선정하여 GC-MSD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 분석법을 개발하고, 실제시료에

균질화한 시료 약 2g을 취하여 원통형 여과지에 넣고 속슬렛 추출장치 내부에 장착한 후, 추출

적용하였다. 시판품 분석 결과 총 13종의 시판품 중 9종에서 21종의 대상 물질들 중 하나

용매 50mL을 사용하여 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이 끝나면 곧바로 고속 냉동 원심분리기

이상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그중 Benzyl Alcohol이 가장 높은 검출농도를 보였으며, Citronellol은

에서 20,000rpm으로 -10℃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고, 상징액을 실린지 필터로 여과한 후

가장 높은 검출 빈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향후 어린이제품 관련 규정 제정과

2mL vial에 옮겨 GC-MSD로 분석하였다.

관리 방안 마련, 시험 검사 방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KCL 스포츠환경센터 042-723-3070

┃ 결과 및 고찰 ┃
표준용액은 21종의 분석대상 물질을 혼합한 표준용액을 제조하여, 컬럼 특성에
따른 분석효율 등의 비교에 사용하였다. 컬럼 중 ZB-5ms로 분석 시 DB-Wax에
비해 용출속도가 빨라 분석 시간이 빨라지는 장점은 있으나, 일부 물질들에

Fig . 1. Chromatogram of 11 target compounds using the standard solution
by GC-MSD in ZB-5ms

Fig . 2. Chromatogram of 10 target compounds using the standard solution
by GC-MSD in DB-Wax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Fig. 1), 그에 반해 DB-Wax는 분석
시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분리능 등에서 ZB-5ms보다 뛰어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
따라서 전반적인 분석효율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물질 21종 중 amyl cinnamal
을 포함한 11종은 ZB-5ms컬럼을 사용하여 동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acetyl
isovaleryl을 포함한 10종은 DB-Wax 컬럼을 사용하여 동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확립된 분석조건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물질들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
냈으며, KOLAS-G-015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분석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실제 시료에도 적용하였다.
타당성 검증 결과 기기검출한계는 최대 약 0.05ug/mL 이하를 나타내었고, 방법
검출한계는 0.0030~0.0589ug/mL, 정량한계는 0.0096~0.1876ug/mL의 결
과를 나타내었다. 정밀도 및 정확도는 측정 결과 0.41~10.49%의 정밀도와
83~116%의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직선성(R2)은 최소 0.9981 이상으로 분석방
법의 타당성 검증 결과 전체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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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 Chromatogram of 10 target compounds using the standard solution by GC-MSD in DB-Wax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Compounds
Acetyl isovaleryl
Methyl heptine carbonate
6,7-Dihydrogeraniol
Citronellol
Cetone Alpha
Benzyl alcohol
Lilial
Benzalacetone
Cyclamen alcohol
Anisyl alcohol
2-Pentylidenecyclohexanone
Hexahydrocoumarin
Decatol
Amyl cinnamal
Amylcinnamyl alcohol
Benzyl benzoate
musk ambrette
Benzyl salicylate
4,6-dimethyl-8-tert-butylcoumarin
7-Ethoxy-4-methylcoumarin
Benzyl cinnamate

CAS No.
13706-86-0
111-12-6
40607-48-5
106-22-9
127-51-5
100-51-6
80-54-6
122-57-6
4756-19-8
105-13-5
25677-40-1
700-82-3
34131-99-2
122-40-7
101-85-9
120-51-4
83-66-9
118-58-1
17874-34-9
87-05-8
103-41-3

Formula
C7H12O2
C9H14O2
C10H20O
C10H20O
C14H22O
C7H8O
C14H20O
C10H10O
C13H20O
C8H10O2
C11H18O
C9H12O2
C13H24O
C14H18O
C14H20O
C14H12O2
C12H16N2O5
C14H12O3
C15H18O2
C12H12O3
C16H14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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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Weight
128.17
154.21
156.27
156.27
206.32
108.14
204.31
146.19
192.30
138.16
166.26
152.19
196.33
202.29
204.31
212.24
268.27
228.24
230.30
204.08
238.28

Column

DB-Wax

ZB-5ms

KCL & TECH

+ KCL의 얼굴들

글 KCL 홍보실 사진 김지원

KCL 경남지원은 독자적인 장비를 갖춰 중요도 높은 시험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영남지방의 시험인증 수요를 대부분 소화하면서 디지털 뉴딜에 주력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거점,
영남의 중추적 기관을 꿈꾼다
KCL 경남지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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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본관 옆 시험 A동 앞에 모인 경남지원 직원들
KCL 경남지원 전경

창원시는 정부가 구상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에는 ‘창원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4조 9천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등 3개 분야 140개 핵심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 육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련 사업 인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 야드(K-yard), AI기반 스마트공장, 수소산업 클러스터 등의 디지털 산단과 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 풍력 나셀 등의 차세대 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면서 관련
인증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험인증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다
KCL 경남지원은 2020년 1월 부산 강서구에서 현재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이전하면서 건설,
생활, 환경 분야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거듭났다. 구조물 및 연결부품에 대한
고성능 피로내구 성능평가 장치, 소프트웨어 안정성 평가 장치, 특수 환경 신뢰성 평가 장치를
구축하고 지역의 주력 산업인 기계금속, 자동차, 항공, 조선·해양, 방위 산업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지원은 면적 8,635㎡ 부지에 본부동, 시험A동, 시험B동 등 연면적 6,510㎡의
3개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동 1층과 2층은 사무실, 접수실, 직원 휴게실로 구성돼 있고 3층에 화학분석실, 4층에 소프트
웨어 성능검증실이 위치했다. 시험A동은 건축·건설 분야 시험실, 시험B동은 산업용 기계 및 로봇에
활용되는 경량합금 등의 시험실을 갖췄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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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조선사의 ‘조선소 관리 어플리케이션’ 성능 검증, 국방 관련
중소기업의 ‘침입 감지 시스템’ 품질 검증과 성능 평가, 해외 자동차 공장에 납품한 ‘제조 실행 시스템’
등의 사례가 있다.

차세대 산업에 집중하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인증 환경이 조성된 것은 지능형 기계 산업이 강한 경남의 산업 환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관련 생산업체의 13.5%인 2,141개 사가 경남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위
아,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정밀기계 등 주요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경남지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스템 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에 참가해 차세대 산업의 발전에
맞춰나가고 있다. 총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지능형기계 산업의 제조·

직원들의 저력을 모아
최고의 지원을 만들어가다

기능안전 기술고도화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참가한 관련 기관들은 차세대 산업 관련 제품의

김재연 경남지원장

경남지원도 폭넓은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신소재

전 개발주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및 차세대 부품의 결함을 분석할 수 있는 산업용 단층촬영기를 비롯해서 대형정밀부품 치수측정
“처음 이전을 계획할 당시 창원으로의
이전을 추진한 것은 제가 경남지원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됐습니다. 창원시
01

특히 소프트웨어 시험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늘어날 것으로

지원은 차근차근 인증 역량을 늘려 영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화 및 집중화 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울산지원과 분리
되고 사업영역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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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경남지원 로비에 모인 임직원들
소프트웨어 시험은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250t 피로내구시험기를 조작하고 있는
연구원의 모습
경남지원에는 인근 업체들의 화학·소재
분야 시험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분야를 넘나드는 시험 인증 역량을 갖추다
경남지원이 자랑하는 시험인증기기로는 250t의 피로내구시험기가 있다. 최대 규모의 제품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기로 국내에 장비를 갖춘 곳이 손에 꼽힌다. 철강 제품의 강도를 시험할 수 있는
기기로 창원 지역의 기반으로 이루고 있는 각종 산업의 인증 절차를 빨리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서 업무별 공간을 분리하고 개인 전담
업무를 강화하는 방법을 썼지만 타 업
무 영역의 직원 간 소통이 단절되고 전
가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간을 재배치하고 직원별 업무 분장을
중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파 등 다양한 시험을 진행하며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전문화가 힘들고

화학·소재 분야는 인근에 위치한 LG전자와 현대로템 등에서 생산되는 생활환경분야, 두산중공업,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역량
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충

600여 곳에서 화학·소재 분야 시험인증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분한 능력을 가진 23명의 직원들이 항

전 세계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환경유해물질 규제가 매년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련 화학,

상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문의 : KCL 경남지원 055-717-7800

임했을 때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서 활용되는 LNG 선박용 부품의 시험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소재 시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지원의 연 매출 절반이 화학 분야에서

심이 되기를 바라본다.

의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부

담 업무자의 휴가 및 부재 시 해당 업무

한국철강 등에서 생산되는 기계·금속 분야로 나뉘며 이들과 관련된 1·2차 협력사와 소재생산기업

분야를 넓혀가며 제품의 소재와 형태 인증 역량을 갖춰가는 경남지원이 미래 신산업 시험인증의 중

만 직원 각자가 가진 저력을 모아 최고

-170℃의 온도로 피로내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극저온 챔버도 구축되어 있다. 덕분에 조선분야

그 외에도 항공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위해 피로 시험, 파괴인성, 피로균열

2021년까지 구축해 인증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경남
남지역의 중심 인증 시설로 자리매김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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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레이저 정밀측정 장비, 포지소프트웨어(FORGE NxT 3.1), 역설계 소프트웨어(Design X) 등을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경남지원으로 성장
하길 바라며 저도 직원들과 함께 최선
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인증 분야로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다. 특히 생산과 제어 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
02

하기 때문에 그 결함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인증시험이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신뢰의 지표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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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 이야기

글 KCL 홍보실 김희진 책임연구원

일상의 안전 지킴이, KC마크



태어나서부터 일생 동안
만나는 ‘안전한 제품’
KC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이하 ‘KC마크’)는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이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등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1년 1월부터 13개의
법정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 하나로 통합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80여 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는데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KC마크

KC마크는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지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에 부여하며, KC마크
확인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제품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과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KC인증팀의 업무를 소개한다.

* 출처 : e나라표준인증

제품안전관리제도란?
제품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4품목

안전인증 3품목

어린이용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안전확인 16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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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안전확인 18품목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 구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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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
구명복

빙삭기

미끄럼 방지
타일

고령자용
보행
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
보드

스키용품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휴대용
수유패드 예초기의 날 전동보드
및 보호덮개

위해도에 따라 관리 방법 달라

KCL에서 전체 KC인증 35% 가량 수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KC인증팀에서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인다. KC인증 의뢰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 들어오면 안전인증의 국내외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각 팀으로 시험검사를 분배하여 진행한 후

위해도가 가장 높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제품시험검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KC마크를 부여한다. 안전확인은 공장심사와 시험검사가 끝난 후 인증

사와 공장심사)을 받아야 하며,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서 발급처리기한이 7일이지만 당일처리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시험검사를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적

KC인증 업무의 35% 가량을 KCL에서 수행하고 있다. 품목으로는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어린이보호장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완구의 경우 안전확인대상 제품이며 KCL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면 된다.

유통 제품의 약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상 연간 10회 내외의 안전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업무도 연간 2만 여건을 처리하여 저품질의 수입제품이 국내로 유입

어린이제품의 KC인증이 모두 가능한 기관은 KCL이 유일

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매우 밀접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과 전기제품,

KCL KC인증팀은 위해요소에 민감한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KC마크를 부여하는

그리고 유해물질에 취약하고 민감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KC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이 모두 수행 가능한 기관은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튼튼한 안전망, KC인증은 건강과 일상의 행복이 직결되어

KCL이 유일하다. KCL은 20여 년간 어린이제품 시험검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

그 의미가 더 크다.

문의 : KCL KC인증팀 02-2102-2746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나
그 부분품 혹은 부속품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위해 수준이 매우 높은 제품인 안전인증 대
상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품목이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완제품 검사가 필요한 안전확인 대상은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Mini Interview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등 16품목이다.
또한, KCL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김하나 책임연구원 KCL 인증본부 KC인증팀

비비탄총에 대해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스포츠용 구명복, 빙삭기, 미끄럼 방지 타일,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롤러스포츠 보행차, 전동

KC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보드 등 18품목에 대한 안전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생산품, 해외 수입품 등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안전

기업들이 많다 보니 신청서 작성과 같은 행정처리를 어려워

성과 내구성 등을 검증하여 마크를 부여하는 법정의무인증제

하거나 인증심사 처리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도입니다.

있습니다.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람된 일이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검사를

고객이 KCL의 서비스를 만족스러워하고

함께 합니다. 심사원이 공장심사 후 시료 채취를 하여 시험검사

다시 찾아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합니다. 안전인증팀은 공장심사와 제품

KC인증업무를 한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시험검사 결과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지금도 KCL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분

안전확인은 공장심사 없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 후

이 여럿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이

KC인증 구분 및 절차

높음

안전인증대상
구분

위해도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마크

절차

안전인증대상

제품시험

안전확인대상

제품시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낮음

+ 공장심사

인증

판매

신고

판매

제품시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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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도움이 된 것
업무상 애로사항은 없나요?

같아 보람을 느낍

KC인증은 법정인증이라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제조업자나 수입

니다.

업자가 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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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종합 역량 강화에 앞장서다

KOLAS 시험기관
전환인정 컨설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적합성 평가,
시험측정, 품질관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KOLAS 법정교육 및 현장 실무인력·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체, 대학, 취업생의 시험인증 종합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ISO/IEC 17025:2017
전환완료기한이 연장되었으나 2021년 6월 1일까지는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은 전환된
국제표준에 따른 경영시스템 수립과 실행으로
대외신뢰성 및 국제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환표준이행의 세계적 동향

대한 실행지도를 하며 내부 심사 및 경영검토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KOLAS 컨설팅 업무개요

적합성평가기관인 교정기관 및 시험기관의 평가 기준이 되는 표준(ISO/

개선활동을 통해 적합성평가기관들이 KOLAS 인정취득이나 인정확대,

STEP 1 현상파악 및 진단

IEC 17025)이 2017년 11월 개정됨으로써, 국제시험소인정 기구협의체

인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ILAC)은 IAF/ILAC Transition Plan 2017을 통해 각 인정기구에게 3년 이

또한 기존 KCL이 컨설팅을 수행하여 인정받은 기관들이 전환된 표준에

내(2020년 11월) 전환표준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의

따라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공평성 및 시스템의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ISO/IEC 17025 : 2017 전환완료기한을 기존 계획

함으로써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활동을 수

일인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6월 1일까지로 연장 결의하였다.

행하여 우리나라 시험인증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 조직, 인력의 적정성 진단, 기술인력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실무자) 설정
● 시험방법에 따른 보유장비, 시설, 환경조건의 적정성 진단
● 인정신청규격 및 항목 설정
● 숙련도시험 운영 계획 수립

▼

이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KOLAS 공인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은 전환된

STEP 2 표준화(경영시스템 구축)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기관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수립

국내 230개 기관을 KOLAS 공인기관 인정받도록 지도

하고 실행하여 대외신뢰성 및 국제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KCL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장기간의 시험·검사·표준물질생산·

우리나라의 KOLAS 공인시험기관은 2020년 11월 기준으로 67.1%,

숙련도기관 시스템 운영 및 적합성평가 정책 R&D 연구수행 노하우를

KOLAS 공인교정기관은 78.7%가 전환을 완료하였고, 2020년 5월 아시

토대로 2020년 11월 현재 약 230개 기관이 KOLAS 공인기관으로

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가 각 인정기구의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인정을 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2018년 4월부터 질병관리청,

STEP 3 경영시스템 실행

약 50%로 집계되었으며 KCL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환

국립소방연구원, 제3808부대, 한국마사회,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른 이행 지도

표준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 및 실행의 적합성에 대해 현장 평가를 받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LG하우시스 연구소, 마크로젠, 서울지방

● 기술지도

2020년 2월 12일 전환 인정을 완료하였다.

국세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국가기관 및 공공

● 경영시스템 문서 표준화(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 시험소 업무규정 및 시험업무 흐름에 부합하고,
국제기준 및 KOLAS 지침 요구사항 충족

▼

(측정불확도 추정, 숙련도 및 품질보증, 중간점검 등)

▼

기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측정 결과가

전환표준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으로
대외신뢰성을 확보하다

국제적으로 전환된 국제표준에 따라 시스템을 확보하여 대외 신뢰성을

STEP 4 점검 및 개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KCL은 KOLAS 컨설팅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ISO 15189 - 메디컬시험

또한,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 한국방송공사 KBS 방송

기관, ISO/IEC 17020 - 검사기관, ISO/IEC 17025 – 교정기관 및 시험기

장비인증센터의 경우 전환된 ISO/IEC 17025 : 2017을 도입하여 신규기

관, ISO 17034 - 표준물질생산기관, ISO/IEC 17043 - 숙련도운영기관)

관으로 인정받도록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을 적용하여 기관의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측정 분야의 불확도 평

● 요구되는 경우, 시스템 개선

▼
STEP 5 인정 단계
● 인정신청

문의 : KCL 적합성운영팀 02-3415-8711

● 문서심사 시정조치 지도, 현장평가 전 최종점검

가, 숙련도시험 결과의 유효성 보장,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확인 등에

● 현장평가 및 시정조치 지도
● 인정위원회 심의 및 인정공고(인정서 발급)

글 황선 KCL 적합성운영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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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종경 KCL 패키징센터 수석연구원

물류 서비스 혁신을 이끌다
KCL의 콜드 체인 표준화 연구 동향

콜드 체인의 두 가지 사례 : 계란과 백신
2016년의 일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조류인플루엔자(Al) 여파로 최악의 계란 대란이 발생했다. 그동안 남고 남았던
계란이 한 알에 600원(조선일보, 2016년 1월 11일)이 넘고 계란 할당제가 실시되어 1인당 1판만 살 수 있던 시기가
있었다(중앙일보, 2016년 1월 11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계란이 남아돌아 수출했던 나라가 갑자기 호주 등지로

온도와 시간을 매개로 가치를 창출하는 물류 서비스를 일컫는 콜드 체인(Cold chain)은 지난 2018년 약 22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시장 규모를 형성했으며, 매년 7.6%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320조 원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하고 있는 콜드 체인 기술의 중요성과 국내 콜드 체인의 현주소와 비전에 대해 알아본다.

부터 수입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정부 대책 회의까지 연일 열렸다. 문제는 수송 중 온도와 습도의 유지
였다. 계란은 유통기한이 상당히 긴 편이지만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계란 껍질이 얇아지고 신선도지수(호우 계수:
Haugh unit. 80 이상이면 아주 좋음, 50 이하이면 불량으로 구분)가 급격히 떨어진다. 신선도지수가 60 미만이면
사실상 상품성이 없어진다. 또, 계란을 낮은 온도(1~5℃)에서 수송하려 한다면 80~85%의 상대습도를, 10℃ 전후
라면 75~8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당시 수입대상국인 호주는 여름이고 한국은 겨울, 그리고 고도에 따른
온습도차가 극심한 항공수송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최근에는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상온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예방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인체에 직접 주입되는 백신의 온도는 유통 중 2~8℃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단시간이라도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병·의원 냉장고의 76.6%, 보건소 냉
장고의 61.5%(서울경제, 2020년 9월 29일)가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 그나마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유통온도는 화이자의
경우 -70℃, 모더나 백신은 -2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극저온 콜드 체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국내 백신유통시스템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글로벌 의약품유통업체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콜드 체인 시장과 기술의 가치
콜드 체인은 온도와 시간을 매개로 가치를 창출하는 물류 서비스이다. 콜드 체인은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
(식의약품, 헬스케어, 산업제품, 반도체 등)을 제품생산 이후부터 최종소비지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품질을 보
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콜드 체인은 신선 제품을 유통한다고
해서 ‘신선 물류’로 불리기도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쿨 체인(Cool chain) 이라고도 한다. 사실 콜드 체인이 반드시
‘저온’이나 ‘냉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과 서비스이므로 정온물류(定溫物流:
Temperature-controlled Supply Chain)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장면이나 피자를
따스한 온도로 유지해서 배달하는 것도 콜드 체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여기서는 통용되는 콜드 체인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코로나 사태로 더 빨라졌지만 사실 최근 수년 전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다투어 신선 식자재에 대한 유통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물류 시장에서 콜드 체인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과거에는 콜드 체인 시장이 제조에서 유통 및
소매점포로 가는 B2B 영역의 비중이 컸으나 이제는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식자재 유통 활성화, ‘신선식품
배송’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샌드마켓(marketsandmarkets.com)은 2018년
세계 콜드 체인 시장을 약 220조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매년 7.6%씩 성장하여 2023년에는 약 320조 원의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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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콜드 체인 시장의 성장은 아시아와 개도국이 주도하고 있다. 인근 중국의 콜드 체인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390억 위안(약 57조 5,800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조선비즈, 2020년
6월 12일). 우리나라는 통계가 부족하여 국내 콜드 체인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9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콜드 체인 분야 국제표준 현황
표준번호

표준명칭

표준명칭

제안

(status 포함)

(영문)

(국문)

연도

표준제안
(작성)자
Editor/Leader

보고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 2018). 그러나 이것은 식품 콜드 체인 시장만 추정한 매우 소극적인 통계
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물류 시장의 40%까지 콜드 체인 기술 및 서비스가 적용된다고 볼 때 발전 가능성은

ISO DIS 22982-1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발간 예정)

Transport Packaging —Temperature
controlled transport packages for parcel
shipping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수송 포장 - 소화물 정온
수송 포장 - 1편: 일반 요건

2017

김종경 (KCL)

2017

김종경 (KCL)

Transport Packaging —Temperature
ISO DIS 22982-2

콜드 체인 표준화의 중요성

controlled transport packages for parcel

(2021년 발간 예정) shipping — Part 2: General specifications of

수송 포장 - 2편: 시험 방법

testing

콜드 체인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은 레드오션으로 치닫는 국내 물류 및 관련 서비스기업들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블루오션도 아니다. 국내 콜드 체인 시장이나 기술력은 아직 글로벌 수준까지 오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이 국내시장에만 치중하여 아직도 품질보다 가격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수십

수송 포장 - 소화물 정온

General specifications and testing methods for
ISO DIS 23416

temperature-sensitive pharmaceutical

(2021년 발간 예정) packages in good distribution practice

년간의 노하우와 고품질의 서비스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국내기업의 코로나

principles

우수공급망관리에 따른
바이오의약품 포장

2018

일반사항 및 시험 방법

김종경/
주민정 (KCL)

검사 진단 키트의 해외수출 시 국내 의약품 포장 용기 기업의 어려움을 체감한 바 있다. 신선 제품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 콜드 체인 시장이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도 수출경험도 미약하고 제대로 된 프로토콜도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ISO DIS 23417
(2021년 발간 예정)

General specifications and validation methods
for non-sterile medical device packages in
good distribution practice principles

GDP 원칙에 따른 비살균
의료기기의 포장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일반 사양

2018

김종경 (KCL)

및 시험 방법

불행 중 다행으로 콜드 체인 분야는 아직 글로벌표준이 미비하다. 콜드 체인 시장은 상품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고품질 물류 서비스로 고객에게 항상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기술의 ‘표준’이 중요

국가 및 단체표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6건의 저온 물류센터, 운송 서비스, 데이터수집, 단열 포장 등 올바른 콜드

하다. 선도적 표준개발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개발도상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체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을 연구,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표준 활성화를 위한 서울 콜드 체인 포럼을 운영

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KCL이 콜드 체인 분야의 국제표준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는 등 표준확산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콜드 체인 국제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경쟁국 간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Plus Info

일본의 경우 동남아 국가를 목표로 자국의 콜드 체인 표준을 보급한 후 기술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세계표준화기구(ISO)에 콜드 체인 물류(Cold chai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을 상정하여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정부 산하 콜드 체인 표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표준 20여 종을
개발하였고 온라인배송 등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KS 표준

단체 표준

• 제1부: 택배 서비스용 정온 물류 용기 일반사항 • 식품용 저온 물류센터 보관 분야 요구사항
• 제2부: 택배 서비스용 정온 물류 용기 시험 방법

• 식품 콜드 체인 운송 서비스 지침

• 단열 포장-온도 민감성 의약품의 단열 포장

• 사물인터넷 기반 콜드 체인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

콜드 체인 표준화 연구 동향과 비전
KCL은 주변국의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협업하는 한편, ISO의 포장 분야를 중심으로 창고, 수송, 비대면유통

콜드 체인은 생산단계부터 소비자까지 연결된 공급망 전반에 대한 프리미엄 유통물류기술과 서비스이다. 따라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콜드 체인의 표준화는 2015년 수립된 국가기술표준원의

콜드 체인의 일부인 포장기술 및 시험평가에 대한 표준은 시작에 불과하며, 보관, 수송, 정보 분야의 국제 및

중장기 표준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KCL은 2017년에 ISO/TC122 (포장)에 정온 수송

국가 표준화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KCL 연구진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관련 단체의 지속

포장(Temperature Controlled Supply Chain) 작업반을 개설하고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음

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국내 콜드 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한층 진일보시켜 글로벌로 진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4건의 국제표준이 발간될 예정이다.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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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KCL 패키징센터 02-691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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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성 KCL 홍보실 그림 벼리

+ KCL TOON

KCL & TECH

그렇다면, 아마존닷컴에
납품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방법 세 가지!!!
SIOC
시험이라구요?

ISTA 6-Amazon.com SIOC는
아마존닷컴의 SIOC 유통시스템으로
북아메리카로 운송하는 포장제품의
테스트에 적용됩니다.

(Frustration-Free Packaging)

아마존닷컴 ISTA 6-Amazon SIOC 시험기관

(Ship in Own Containe)
(Prep-Free Packaging)

작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김케이 씨.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아마존닷컴에 입점하고 싶은데 벤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ISTA(International Safe
Transit Association, 국제안
전수송협회)

이 중에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마존에
전화해보자!
KCL은 ISTA 6-Amazon SIOC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국내에서 ISTA 6-Amazon SIOC 모든 타입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은 KCL이 유일하죠
아마존입니다.
입점 문의하셨나요?

플랫폼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포장을 해야 합니다.
‘Amazon Frustration-Free Package
Program Certification Guidelines
(FFP 포장 인증제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KCL에서만
전체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는
2019년 8월부터 유통 포장(택배 등)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FFP 포장 인증제도’를
도입했어요.

친환경
포장이라구요?

그럼 어떤 시험을 하게 되나요?

환경전처리시험
그게 뭐죠?

진동시험
낙하시험
충격시험
집중충격시험

시험항목은 환경전처리시험,
진동시험, 낙하시험, 충격시험,
집중충격시험 등이 있어요.
KCL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아마존닷컴에 제출하면
입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꼭 필요한 인증이군요.
크게 3가지 포장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사 및 수출업체는 2020년 1월부터 아마존닷컴에
납품하는 경우 이 제도를 지켜야 하며
미인증시 한 박스 당 1.99USD 과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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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은 LG전자, 코웨이 등
대기업 위주인데 앞으로 아마존 코리아가
진출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요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 세계를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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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KCL 홍보실

+ ZOOM IN

2020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대회의 권위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포항 지진 등의 여파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등 3팀이 각각 일반부와 학생부에서 선정됐다. 이외에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은 유진기업(주)서서울 김진욱 팀장을

대회에는 품질 부문에서 일반부 39팀과 학생부 12팀이, 혁신 부문에서는 학생부 7팀 등 총 58개 팀이 참가했다.
이 중 품질 부문에서 일반부 8팀과 학생부 7팀, 혁신 부문에서 학생부 6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자원부장관상은
아주산업(주), 한밭대학교, 공주대학교의 3팀이,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은 한라엔컴(주)여주사업소, 계명대학교, 강원대학교

스마트 건설 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기반이 될 자원인 콘크리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02

포함한 7명이 기술유공자로 선정돼 공로를 인정받았다.

KCL이 매년 개최하는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는 국내 최고의 콘크리트 생산자를 가리는 행사로

KCL 김동호 부원장은 “콘크리트의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대회의 목적” 이라며

올해 27회를 맞았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콘크리트 산업 종사자들과 학생들까지, 관련 기술자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대회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제27회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2020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입상자
○ 품질부문(일반부)
순위
포상내역
1
2
3
4
5
6
7
8

산업부 장관상
국표원장상
KCL원장상
KCL원장상
KCL원장상
KCL원장상
KCL원장상
KCL원장상

소속

팀명

팀장명

아주산업(주)
한라엔컴(주) 여주사업소
㈜윤성산업개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아세아시멘트㈜ 중부공장
성신레미콘(주) 용인공장
㈜삼표산업 화성공장
유진기업㈜

ANT(Aju New Thinking)
한라동부
윤성
Sampyo Preium Aggrete
ARES Ⅲ
용파워
블루에스
EUGENE-NORTH

엄익환
류호길
권오종
이원호
최명화
이명우
김동균
김대기

○ 품질부문(학생부)
순위
포상내역
1
2
3
4
4
6
7

장관상
기술표준원장상
한국콘크리트학회장상
한국콘크리트학회장상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상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상

○ 혁신부문
순위
1
2
3
4
5
6

01
01
02

2020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및 기술 유공자 시상식 일반부 수상자들
2020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및 기술 유공자 시상식 학생부 수상자들

콘크리트 품질과 기술 향상에 기여하다
KCL은 지난 12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2020년도 제27회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1994년부터 시작해 올해 27회를 맞은 이 행사는 국내 유수의 콘크리트 생산 업체들이 참가해 품질과 안전
성을 겨룬다. 심사 기준은 품질 부문과 혁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등 정부 포상이 부문별로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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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팀명

성명

한밭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대학교
전북대학교
한밭대학교
한밭대학교

콘크리트파이터
멈추어다오
28일후
MAKE IT
BC_GM1
철콘파이터

이제원, 김유리, 조성용, 이희지, 이예린
김기현, 곽정훈, 김상욱, 김유진, 박재홍, 최태영, 김성구
박대윤, 강인규, 박준형, 방승태, 유준영, 김범수, 박선우
강인국, 김윤호, 김영식, 송서연, 정의성, 한득열, 오호영
최병철, 김용석, 이창우, 이동규, 김대연, 박채울
권민찬, 설영호, 배수한, 김태란, 문수빈

충남대학교

메콘강
(메이크 콘크리트 강하게)

허정진, 김동욱, 안지운, 조건희, 박연진, 정다현, 가유미

포상내역

소속

팀명

성명

장관상
기술표준원장상
한국콘크리트학회장상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상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상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경기대학교

G.R.BOYz
X-INNCOMS
Hawk-Eye
LOGIC
HBCE
K-oncrete

최충녕, 김범수, 김장효, 전재성, 한상민
장태진, 최승원, 김동우, 김단호, 유제혁
정지회, 박민규, 박준원, 조현수, 심채영
김세호, 류지민, 황다솜, 최진형, 김현회
김인환, 김서연, 권민찬, 이희연, 김태란
황지원, 심지혜, 정한빈, 이정만, 이승흔

○ 기술유공자부문
순위
1
2
3
4
5
6
7

포상내역

소속

이름

산업부 장관표창
국표원장표창
KCL원장표창
KCL원장표창
KCL원장표창
KCL원장표창
KCL원장표창

유진기업㈜ 서서울
쌍용레미콘(주) 광주사업소
㈜윤성산업개발
㈜삼표산업 성수공장
㈜동양 건재부문 인천공장
㈜문경레미콘
아주산업(주) 비봉사업소

김진욱
유영조
권오종
송주현
양재성
김상종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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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산업 발전의 주인공들을 만나다

혁신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최충녕 공주대학교 건설학부 건축공학과

QUESTION.
1

‘2020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을 부탁드립니다.

2

대회에 참가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3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수상하게 되어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좋은 경험이었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 처음 참가하는 대회라 부족한 점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가에 의의를 두고 팀원들 모두 최선을 다

2. 원래는 저희가 수업시간에 보를 설계하고 실제로 하중실험까지 진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이론만 듣다가
직접 설계와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여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체험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보를 설계하는 대회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이에 관심이 생겨

품질부문(일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엄익환 아주산업(주) 가좌공장 혼화제팀 매니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처음 참가하는 대회라 기대와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대회 전날 수상을 하는 꿈까지 꿨을 정도입니다.
꿈 내용을 팀원들에게 말하니 다들 엄청 웃었는데 실제로 수상을 한 뒤 다들 복권을 사라고 말했던 재미있던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격스러우며, 본상 수상은 몇 개월간 노력에 대한 결과물 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본상을 수상하기까지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준 회사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아주산업은 ‘2019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아쉽게도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관상을 목표로 작년 팀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기술연구소장님의 지도 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4. 3달 동안 너무 고생 많았던 범수, 상민, 재성, 장효형 팀원들 모두 고맙고 격려와 조언을 주셨던 김길희 교수님과
박사님들, 여러 연구실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과 지원을 베푸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부서의 인원이 하나의 팀으로 참여한 만큼 대회 참가 전 실험일정을 조율하기 힘들었고
두 번째는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한 만큼 실험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량의 원재료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
었습니다. 하지만 대회 당일 목표 슬럼프와 공기량에서 만점이 나와 팀원들끼리 환호하며 좋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 다시 한번 장관상을 수상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아주산업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술유공자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김진욱 유진기업(주) 서서울공장 품질경영팀 부장

품질부문(학생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이제원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과

1. 감사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선배, 동료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쑥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유공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콘크리트 기술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안팎으로 교류 협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2. 무엇보다 동료들의 권유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만일 제가 수상을 한다면 개인적인 기쁨보다

1. 생각보다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인터뷰하기 위해 나서는 것도 쑥스러울 정도로 팀원들 덕분에
상을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밭대학교 토목과 친구들이 너무 고생 많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즐겁게 대회를

같이 업무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뭔가 동기부여와 목표의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3. 큰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준비하면서 수상 내역, 기술 관련 조사, 연구 실적 등의 자료들을 찾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유진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족보처럼 있던 관련 자료들을 무사히 찾을 수 있었

준비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2. 이
 번 대회는 저희 학교 이형준 교수님 덕분에 대회를 알고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3.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기가 힘들었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젖어버린 재료가 마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팀원들 덕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무리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한밭대학교 토목과 친구들이 너무 고생 많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대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게

습니다.
4. 저의 가치이자 존재인 가족들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보듬고 만들어 주신 유진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
하고 있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자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되어 너무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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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대 뉴스
#1

#2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KCL이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센터 구축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기술을 개
발하고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2년 3월까지 20개월 동안 총 698억 원, 9개 산·학·연 600여 명이 참여하여 강원도 삼척시 소방

KCL은 지난 5월,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어 8월에는 강원도-횡성군-도로교통공단-강원테크노파크와 미래

방재산업단지 내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3,500㎡, 순간 최대열량 40MW)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6~17일 양일간 삼척에

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본 사업은 e-모빌리티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및 서비스

서 삼척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 등과 본 사업의 Kick-Off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

실증 개발지원, 시험인증 지원이 가능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구축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KCL은 강원도 횡성에 263,202㎡(8만

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평) 규모의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지하 1층, 지상 3층)와 e-모빌리티 실증주행시험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3

#4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시 비임상시험기관 1호 지정

EV 및 ESS용 배터리시험장 오픈

KCL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동시 비임상

KCL이 충북 진천에 전지센터를 오픈하여 국제적 수준의 EV 및 ESS용

시험실시기관 1호로 지정되었다. KCL은 동물용 의약품 관련 6개 항목과

배터리 시험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지센터는 성능평가동,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7개 항목 등 비임상시험에 대해 정부가 정한 13개

신뢰성평가동, 안전성평가동으로 구축되어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성

항목 모두를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다.

시험이 가능하며 화재시험 연계로 이차전지 제품별 성능 및 안전성 시험
인증의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신뢰성평가동은 차량
18대 동시 시험인증이 가능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최대 규모를

#5

#6

창원 산업기술단지에 영남본부 개원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기관 지정

KCL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반계지구 산업기술단지 내에 대지면적 8,635㎡에

KCL은 지난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스마트

건축면적 3,630㎡, 연면적 5,610㎡ 규모로 영남본부를 신축 이전하였다.

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CL은 이번 지정을 통해

영남본부는 이번 이전을 통해 기구축한 시험인증 인프라 기반에 △구조물

기업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객사에 최적화된 스마트

및 연결부품에 대한 고성능 피로내구 성능평가장치 △소프트웨어 안정성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가장치 △특수환경 신뢰성평가장치를 추가로 구축하여, 지역 주력산업인

수준확인제도 참여기업을 상대로 기술개발관련 정부사업 기획지원, 품질관리

기계금속, 자동차, 항공, 조선해양, 방위 산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공장의

기업의 시험인증과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객관적인 수준확인 및 기업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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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과 투자협약 체결

태국자동차협회와 전기차배터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KCL은 지난 5월 13일,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과 500억 원

KCL은 지난 11월 26일, 태국 산업부 산하 태국자동차협회와 전기차배터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KCL은 에너지ㆍ환경 분야 기술 관련 신제

분야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품의 시험ㆍ인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까지 음성군 성본산업단

배터리 분야 시험인증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이뤄졌

지와 진천군 혁신도시에 건물에너지 기술센터와 친환경 차량용 배터리

으며, 비대면 언택트 방식인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 기관은 △태국자

성능평가센터를 건립하여 관련 분야 시험인증의 집적화·전문화를 통한

동차협회 전기차배터리 시험소 구축·운영을 위한 시험평가전문가 양성 교

고도화로 종합시험인증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육·훈련 지원 △관련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KCL의 태국 정부 국
외배터리시험소 지정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9

#10

세종시와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창모터스-전기차산업협회와
전기차 산업 분야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KCL은 지난 12월 8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주택 품질

KCL은 지난 5월 28일, KCL-㈜대창모터스-(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는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완성차의 시험·인증 및 연구개발 협력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단열성능, 에너지 소요량 등) 및 종합 성능(시공

방안을 도출하고, 부품제조 및 충전기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전기차

품질·자재 등급 등) 평가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손실 최소화 △화재 예

미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세 기관은 △전기차

방 및 생활 안전(내화구조, 방화자재 시험 등)을 위한 점검·자문을 통해

산업 기술개발 관련 공동연구 및 기반구축 사업기획 참여 △전기차 산업

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 △바닥충격음 측정을 통한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기술지원 협력 △대창모터스 및 협회 회원사

세대 간 분쟁 예방 △환경유해인자(라돈·중금속 등) 측정·관리를 통한

기업을 위한 시험·인증 업무 지원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정주여건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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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는 정부 토목 투자 증가 영향으로

<2021년 SOC예산 세부 내역>
(단위 : 억 원)

건설경기 전망 및 시사점

2021년 건설경기,
어디를
주목해볼까?

글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0.2% 소폭 증가할 전망

구분

2020

2021(안)

비고

도로

72,588

76,329

도로관리(2.1 → 2.6조)

2021년 건설투자는 26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할 것으

철도/도시철도

69,474

78,055

철도건설(4.1 → 4.7조)

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2018~2020년까지 3년 감소세를 지속한 이

해운/항만

18,974

21,076

항만개발 및 관리(1.5 → 1.6조)

수자원

12,909

15,863

하천관리(0.6 → 0.8조)

지역 및 도시

24,474

30,814

-

로 토목투자가 증가한 것이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거용 건축투자와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전내 대비

물류 산단 등

33,892

37,930

-

합계

232,311

260,067

11.9% 증가

후 2021년 4년 만에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 공사 증가의 영향으

감소폭이 완화될 것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투자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수주가 증가한 영향을 점진적으로 받을 것이다. 단, 상승폭이

2021년 건설수주는 민간 건축의 위축으로 6.1% 감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는 완공되어 사라지는 현장이

최근 건설경기 선행지표는 역대급, 그러나 동행지표는

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아직 인허가가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64조 1천억 원을 기록할

많기 때문에 회복세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주거용

주춤한 상황

발생하지 않은 사업을 수주로 미리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사업

전망이다. 발주자별로 공공수주는 증가하지만, 민간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건축투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

2020년 건설경기 상황은 선행지표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주가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주의 기성 진척이 더디기 때문이다.

전망된다. 공공수주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53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

기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세는 2021년에도

동행지표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경우 1~9월

수주 이후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으로 전망된다. SOC 예산이 증가한 영향으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증가

이어질 전망이다.

누적치가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한 130조 8천억 원으로 기간

건설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수주는 전년 대비 11.4% 감소한 110조

대비 역대 최대치이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9.6%, 27.2% 증가했다. 특히,

급격히 상승하자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공 고밀도 정비사업, 군대와 관공서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내년에는 건축수

민간 주택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68.1% 증가했다. 다만, 동행지표인 건설

이전부지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주는 부진한 반면 토목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

투자는 오히려 주춤한 모습이다. 1/4분기 4.2% 증가한 반면, 2/4분기에는

수도권에서 2020년 18만 6,000호, 2021년에는 21만 3,000호의 택지가

다. 토목수주는 공공공사가 증가하고 민간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구분

0.1% 감소하였으며 3/4분기에도 1.6% 감소하였다. 주거용 건축투자가 1/4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택지공급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 건축수주의 경우 민간 부문의

분기 4.0% 감소하였으며 2/4분기 6.9% 감소하면서 침체가 더 깊어졌다.

점, 그리고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기간을 감안하면 수도권 주택 공급물

부진으로 주택수주가 전년 대비 17.3% 감소하고, 비주택 건축수주도 전년

민간주택수주를 중심으로 건설수주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은 2021년보다는 늦어질 전망이다.

대비 5.4%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 건설투자 전망>
(단위 : 조 원, 전년 동기비 %)
2019

2020(e)

2021(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투자

124.43

138.50

262.92

126.59

135.07

261.67

262.20

증감률

-5.2

0.0

-2.5

1.7

-2.5

-0.5

0.2

출처 : 2021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한국은행.

건설 현장은 감소하고 있으며, 침체가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정부 건설부양책 상반기 집중하는 가운데,

<2021년 건설수주 전망>

2021년 SOC 예산 11.9% 증가, 대형 및 지역연계 사업
건설투자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회복, 정부 수도권 127만 호

구분

2019
상반기

하반기

공공

18.5

29.6

48.1

21.0

민간

53.6

64.3

118.0

61.7

증가 예상

주택 공급 계획 실행 다소 늦어져

2021년 정부의 SOC 예산은 26조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이렇게 건설경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간에 괴리가 커진 것은 급등한

증가(2조 8,000만 원)하였다. 철도, 지역도시, 도로 예산 순으로 증액

주택가격과 이에 대응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특히 2020년 7월

규모가 크다. 2021년에는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산이 1,116억 원에서
3,76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되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지방에 75조 원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요

2020
연간

상반기

하반기

2021(e)
연간

연간

28.9

49.9

53.6

63.1

124.8

110.5

기업들은 수익성 제고해야
2021년에 건설투자 회복은 더디고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전

건설수주액(조 원, 당해년 가격)

토목

21.7

27.8

49.5

18.2

24.1

42.3

48.5

건축

50.4

66.2

116.6

64.5

67.8

132.4

115.6

주거

27.1

38.3

65.4

37.6

43.3

81.0

67.0

비주거

23.3

27.9

51.1

26.9

24.5

51.4

48.6

계

72.1

94.0

166.0

82.7

92.0

174.7

164.1

반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시점에 확실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SOC 예산 집행을 상반기
에 최대한 집중해 건설 부양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
왜곡 을 일으키는 부 동한 규제는 완화하고 공 공 주택 공 급 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출처 : 2021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대한건설협회.

지역 프로젝트의 설계 및 계획이 2021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이다.

2021년에도 기업들의 경쟁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시장의 양극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사업, 지역 산업단지 프로

화가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보수적인 사업을 통해

젝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변경된 환경에 적응
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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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건설산업이 나아갈 길

어느새 일상화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사태는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는 물론 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혁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와 산업의 새로운
표준의 시대인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후에 예상되는 건설산업의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산업을 전망하다

건설산업 분야, 뉴노멀을 준비하기 위한 7가지 방안

코로나19 사태는 건설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비용증대

코로나바이러스는 건설산업의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할 것

및 공지연장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으로 예상되는 건설산업의 양상으로는 건설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원격근무 비중 증대, 노동조합 영향력 증

예상된다. 비주거 건설은 경제상황에 대해 12개월에서 18개월 후행한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대, 프로젝트 수요 형태 변화, 공급사슬 재조정, Off-Site Construction 방식 활용 증가를 들 수 있다. 전 세계의 건

건설산업에 대한 주요 영향 및 향후 예상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전망됐다.

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글 손정욱
이화여자대학교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증대•

•검역 및 여행금지에 따른 변화•

• 디지털화의 가속화 •

• 자본과 자원의 재배치 •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야기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근로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학교, 대학, 기업들은 문을 닫았으며,

건설회사는 디지털 모델을 활용한 원격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투자를 확대하고 인적자원을 재배치하거나 사업 영역을 선택적으로

들의 불안을 보고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도 신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

전 세계 건설회사들은 일자리나 사무실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무소 직원에 의한 관리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종료하여 핵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고성장 부문을 강화

건강까지 염려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건설 인력에 직접적인 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건설회사인

한다.

해야 한다.

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몇 건에 불과하지만, 대중교통이 폐쇄되거나 학

Balfour Beatty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에

교가 문을 닫는다면, 많은 직원들은 출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

대한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글로벌 건설기업인 Skanska는 3만

•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문화와 기술에 대한 투자 •

• Off-Site Construction 방식의 도입 •

각할 수도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교착상

5,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비즈니스 여행을 금지했으며, 호주 대형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단순히 원격근무와 관련된 부분

공장생산이 가능한 Off-Site Construction 방식을 확대해야 하며,

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 Lendlease는 모든 비필수적인 비즈니스 여행을 취소했다.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생산성에 관한 우려를 줄이기

이를 위한 요소 및 하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위해 문화적인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

•자재 공급 지연 리스크 증가•

•법적 문제의 대두•

• 고객의 선호 파악 •

외국산 제품이나 재료에 의존하는 건설회사들에게 중국 등의 생산 감소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건설회사들은 이로 인한

• 포트폴리오 관리능력의 향상 •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더 높은 자재비용과 잠재적으로 프로젝트 완료의 지연을 의미한다.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비용 초과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발주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자원 할당

필요하다. 국내외 건설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회사들은 철강과 석재에서부터 제분공장, 배관설비에 이르기까지

자와 건설회사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관련한 계약서의 권리와

요구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보유해야

맞이한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변화들을 더욱 가속화하고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의무가 어떤 것인지 검토할 것이며, 건설회사는 공정, 진도, 지연, 손해

한다.

있다. 건설산업의 뉴노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

배상, 불가항력적인 사건 등의 계약 조건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발주자들의 불안 및 사업 중단 가능성•

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건설사업의 모습은 여러

• 공급사슬의 탄력성 강화 •

면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재고 확보, 예비 공급 채널 확보,

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인 조치가

직접 노동 고용과 같은 공급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이 고갈될 수 있으며, 발주자들은 불확
실성이 지나갈 때까지 현재의 프로젝트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들은

•글로벌 변동성의 증대•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전 세계의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주거 건설은

근로자가 폐렴 진단을 받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반적으로 전체 경제상황에 대해 12개월에서 18개월 후행한다고 분석된다.

가운데 프로젝트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했다.

내년에 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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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
과거 2차원 도면으로 구현하던 각종 시공 관련 정보를
3차원 가상현실로 모델링 하는 모습은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건설 현장에 드론이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이 사람 대신 활보한다. 건설산업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인구감소ㆍ고령화에 대비해 건설의
생산성ㆍ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첨단기술을 건설에 접목해 건설산업의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스마트 건설 후발주자…
대대적 투자 통한 선도
전 세계 건설시장은 연평균 3.8%, 스마트 건설시장은 연평균

다는 계획도 세웠다.

12% 내외 성장이 전망된다. 현재 영국, 미국 등 해외건설 선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장비 자동화 등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국들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신속

6년간 총 1,969억 원(국비 1,476억 원, 민간 493억 원)을 투자한다.

하게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은 총 4개의 중점분야(12개 세부과

영국은 공사비용 3분의 1 절감, 공사 기간 50% 단축 등의

제)로 구성돼 올해부터 대형 R&D 프로젝트에 사업비가 투입

내용을 담은 ‘컨스트럭션 2025’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싱가

될 예정이다.

포르 등도 건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

토공 장비 자동화와 다수 장비 간 협업 시공을 위한 실시간

건설기술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통합관제, BIM 기반 모듈러 시공, 로봇을 활용한 무인 원격

하지만 한국은 일부 기업들의 자체적 연구개발(R&D) 외에는

시공, 스마트 안전관리 및 디지털트윈(실제 구조물을 그대로

BIM 드론ㆍ로봇 등 최첨단기술을

현장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재현하는 쌍둥이 모델) 기반 가상시공 시뮬레이션 등 건설

건설산업에 접목

이에 우리 정부도 최근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글로벌 건설

공정 전반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주요 핵심기술들이

글 김부미
e대한경제 기자

스마트 건설은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등 건설 전(全) 단계에

인접 구조물에 대한 정보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시장 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연구과제로 포함돼 있다.

첨단기술을 융합해 안전성ㆍ생산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유용하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5년

이 사업은 핵심기술 개발부터 종합적 시험적용(테스트베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로봇은 근로자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하고 근력을

까지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통한 개발기술 검증까지 총 3단계로 구분돼 추진될 계획이며,

스마트 건설은 크게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증강해 적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돕는

건설 자동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대부분 300억 원 이하였던 사업 규모를 2,000억 원대로

△건설 디지털 장비 △스마트 유지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웨어러블 로봇’, 현장 관리용 ‘무인 순찰 로봇’, 페인팅 등 반복

국토교통부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 등 3단계로

대폭 확대해 실제 대형 건설 현장에서의 실증을 가능하게 한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시공 작업용 로봇’ 등이 있다.

나눠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다는 구상이다.

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머신컨트롤은 건설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고정밀 GPS 및

설계단계에서는 측량과 BIM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 모델을

세부적으로 1단계(2020〜2021) 중점분야 내 핵심기술 개발,

3D 모델과 공사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자동유압제어기술 등을 이용해 컴퓨터가 작업을 도와주는

정착시킨 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 자동화를 추진하고

2단계(2022〜2023) 중점분야 간 핵심기술 연계, 3단계(2024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반자동 시스템을 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장비 자동화, 조립시공 제어 등 기술

〜2025) 테스트베드 종합 시험적용 및 검증으로 추진된다.

BIM 설계를 통해 설계·시공·관리상 오류와 낭비 요소를

머신가이던스는 건설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개발 후 시공 전반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 분야 최초로 실제 발주되는 건설공사 사업과 R&D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

통해 장비 기사의 작업을 보조ㆍ가이드하는 시스템이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로봇과 드론이 더욱 신속 정확하게

사업을 연구 착수 시점부터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화할 수 있다.

또한 노후화한 시설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상 징후가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트윈(물리적

실검증 사례(Track Record)를 확보하는 ‘건설발주 연계 R&D

드론ㆍ로봇ㆍ머신컨트롤(Machine Control, 시스템+반자동

발생해도 외부 결함으로 확대될 때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인 사물과 동일하게 컴퓨터에 표현되는 가상 모델)을 통한

사업’으로 추진해 실용화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운용)ㆍ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보조장비+수동

탓에 시설물의 결함 및 손상 파악이 어렵고, 사람의 접근이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건설산업은 스마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점하고

운용) 등 건설 디지털 장비들 역시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어려운 위치에서는 정밀 점검ㆍ진단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국토부는 최근에는 2025년까지 즉시 건설 현장 전반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본격화돼야 할 시점이

역할을 맡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보급 가능한 핵심기술 패키지를 확보해 스마트 건설 기술

도래했다. 스마트건설 기술은 단순한 미래 건설산업의 캐치프

드론의 경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나 고층의 손상이나

건설 현장에 활용한 점검ㆍ진단을 하는 스마트 유지관리도

선도국 반열에 진입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25%

레이즈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건설

결함 등을 세밀하게 찾아내고 분석한다. 또한 현장 조건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 향상하고 공사기간과 재해율은 25% 이상 감축해 나간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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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속이 뻥! 직장인들의 사이다
- 실어증입니다, 일하기싫어증
양경수 작가
70 SNS 핫플레이스

3色 3美, 새해 풍경과 조우하다
74 트렌드 이슈

뉴노멀 시대, 새롭게 다가올 트렌드를
읽다
76 KS인증심사기준개정목록을

알려드립니다

KCL연구회 회원사 여러분!
<KCL LIFE>에 무료 광고를 게재해 드립니다
KCL, 신뢰로 사람과 환경, 산업의 미래를 꽃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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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문의 : KCL 홍보실 김희진 책임연구원(TEL: 02-3415-8769, E-MAIL: khjoyful@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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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해결 KCL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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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손은경 사진 김지원

답답한 속이
뻥!
직장인들의
사이다
실어증입니다,
일하기싫어증
작가 인터뷰

일하기싫어증>, <잡다한컷> 등 직장인들
Q <실어증입니다,
의 애환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너나 하시고 난 페이열정!’, ‘지금은 노동자,
Q ‘열정페이는
젖은 내 눈동자’ 등 직장인이라면 공감하는 재미있는 문

알려지기 시작하셨죠. 막상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구가 많아요. 참 기발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발상의 비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장인들의 정곡을 찌르는

이 궁금해요. 멘트를 쓰면서 고민될 때는 없나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나요?

때 친구들이랑 말장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A 어릴
또 우리나라에서 힙합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부터

직장인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로부터 소스를
A 주변에
많이 얻었죠. 지금은 대부분 친구들이 중간 직급인데,

힙합을 좋아했는데, 혼자 랩 가사도 많이 썼고요.

6년 전쯤에 제가 막 직장 관련 그림을 그렸을 때만 해도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단어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

친구들이 연차가 얼마 안 된 직급이었어요. 모임에서

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멘트를 쓸 때는 고민을 많이

친구들이 직장 관련해서 시시콜콜한 하소연을 많이

해요. 말에도 유행이 있어서, 5년 전에 썼던 유행어를

했고, 처음에는 그만 좀 얘기하라고 타박했었죠. 그런데

지금 쓰면 올드한 표현 방식이 되고 그렇잖아요. 신선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퇴근하고 싶다’ 라는

함을 유지하기 위해 멘트를 쓸 때 혹시 이미 통용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회사

말은 아닌지 여기저기 검색도 많이 합니다.

양경수 작가

다니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럴 때는 어때? 저럴 때는
어때?’라고 물어가며 회사 생활에 대한 에피소드를 많이
‘사무실에 들어왔으니 영혼아 이따봐~’, ‘상쾌한 아침마다 늘 생각하곤 해. 아, 반차 쓸까?’
직장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직장인의 속을 백만 번쯤은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직장인의 애환을
속속 꿰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양경수 작가다. 회사만 가면 말이 잘 안 나오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
직장인의 중병 증세인 ‘일하기싫어증’에 걸린 이들을 위해 그가 처방전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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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제 경험을 녹여내어 약간은
순화시켜서 그린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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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님 그림 속 대사 중,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Q 그렇다면
명대사는 무엇인가요? 이유는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난 남들과 같은 삶을
A “남들과
사네.” <실어증입니다. 일하기싫어증> 34쪽에 나오는

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니다. 자신과 가장 솔직한 대화를 많이 해야만 내가

예능을 본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내 일상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재미있는 지점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복해지는 삶의 방식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사에 관심이 있지 않
A 대한민국
나요? 몰랐던 역사를 알고 나면 ‘아, 이런 사실도 있었구
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식이 쌓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
고요. 저 역시도 한국사에 대한 관심은 늘 많았습니다.

같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데, 사람 사는 게

노력하라고 다그치는 사회예요. 직장생활도
Q 잘하라고,
잘해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잘 다져야 하고, 이것저것

다 똑같잖아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그렇지 않은

노력해야할 것들이 많은 사회인데, 어떻게 하면 번아웃

사람도, 결국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고 그 안에서 엎치락

없이 힘든 사회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삽화 속 대사이고, 제 모든 그림을 대표하는 말인 거

뒤치락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

A 벽화 그리기도 하고 인테리어 사업까지 정말 쉼 없이

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실을

2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보면 그게 결국 자신만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한번쯤 걸리는 병이 ‘일하기싫어증’
Q 직장인이면
이죠. 이 병에 걸린 직장인들에게 작가님이 내리고 싶은
처방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러다가 한 출판사에서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카드 속
일하기싫어증>도 그렇고, ‘을’에 대한
Q <실어증입니다,
애환을 담고 있잖아요. ‘갑’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알리는 책을 만들자는 제의를
주셨고, 흔쾌히 응했어요.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이 이렇

지요?

게나 많이 계셨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면 저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감자 카드에 담긴 분

따지고 보면 완전한 갑도 완전한 을도 없는 것 같습
A 사실
니다. ‘나는 갑질한 적 없었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쉬워

들은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분들

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마트에서, 은행에서, 일하시는

일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분들을 하대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례가 우리 주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일은 하기 싫었죠. 그런데 일을

변에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행동들의 잘못됨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학비도 내야하고 밥도 먹어

알고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갑질’이 우리 사회에서 조

야 하고, 집세에 생활비에 돈이 계속 들어가니 일을 쉴

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을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대중과 만날 계획이신가요?
책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책 출간 이후에는
A 한동안
외부 행사를 이곳저곳 다닐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스스로 깨
쳤어요. 저의 또 다른 필명인 ‘양치기’도 다스릴 치(治),

애초에 직장인들께 힐링을 주려고 이런 그림을
A 저는
그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팍팍한 일상에 재미라는

독자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시간이 될 때 자리에 앉

8월, <대한독립, 평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Q 지난
라는 책을 내셨어요.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카드 속 독립

약을 치고 싶었을 뿐, 저에게도 뚜렷한 해답이 있지는

아서 1~2시간 정도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운동가 100명을 그려냈다고요. 한국 근대사를 다룬 그

않아요. 외려 본인에게 필요한 처방전이 무엇인지는 일

지’, ‘내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림을 작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하기싫어증에 걸린 직장인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

하는지’ 등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

자기 기(己)를 써서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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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파로 모두 취소되어서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새로운
작품도 구상 중인데, 열심히 작업하여 독자분들께 다양한
그림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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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 CULTURE

+ SNS 핫플레이스

3色 3美,
새해 풍경과 조우하다

세월이 지나 시대가 변해도 늘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새해 새날에 품게 되는 부푼 기대와
희망일 것이다. 하얀 설원이 돋보이는 태백산과 매서운 칼바람에도 생명이 꿈틀대는 갯벌,
벌겋게 달아오르는 햇덩이를 맞이할 수 있는 바다에서 맞는 3色 3美 풍경 속으로 지금, 떠나보자.

글 편집실 사진 최충식

01

02
01
02
03

태백산의 겨울아침
용연동굴
천제단

03

새해 첫 마음을 다짐하고 새로운 결심을 세우고 싶다면 태백산으로 가자. 눈으로 뒤덮인 태백산 숲 속을 걷노라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다. 일출도 맞이하자. 주목(朱木) 사이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운 기운을 북돋워준다.

강원도 태백과 영월, 경북 봉화에 걸친 태백산은 단군 조선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는 곳이다. 새해를 맞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태백산은 이름 그대로 ‘크고 밝은 산’이라는 뜻으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산에
하얀 자갈이 많아 아래에서 바라보면 흰 눈이 쌓인 것처럼 밝게 빛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태백산은 길이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산행을 하기에 좋다. 산행의 대부분이 유일사, 백단사, 당골에서 각각 시작해 제단까지 오르는
코스를 이용한다. 이 가운데 겨울철에 가장 붐비는 코스는 유일사~천제단 코스. 설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발 1,567m의 장군봉까지 2시간 정도면 등반이 가능하다.

새해 가족 여행지로도 알맞아
태백에는 태백산 외에도 꼭 가볼 곳이 있다. 한강의 발원지로 일컬어지는 검룡소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20여분을 가면 피나
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귀룽나무, 황벽나무로 꽉 찬 겨울숲길을 만날 수 있다. 검룡소 주위는 푸른 이끼로 가득하고 그 사
이 바위웅덩이가 있다. 넘쳐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아내 마치 용이 온몸을 뒤틀며 나아가듯 바위를 굽이굽이 깎아놓았다.
이곳에서 솟는 물이 하루 2,000톤. 물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 안팎을 유지한다. 검룡소에서 솟아난 물은 이곳에서부터 바
다로 향하는 514km의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한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화전동에 위치한 용연동굴. 국
내동굴 중 가장 높은 해발 920m 지점에 있으며 1억 5,000만~3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모양의 석순과 종유석, 석주 등이 즐비하다. 모양에 따라 드라큘라성, 죠스의 두상, 등용문 등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동굴 내부에는 너비 50ｍ, 길이 130m의 광장과 인공분수, 조명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연생성물과
어우러져 신비한 경관을 연출한다. 태백산에서 일출을 보려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산행을 시작해야 한다. 칼바람이 몰아치
는 등반은 만만찮지만 눈꽃 활짝 핀 주목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과 한강의 시원인 검룡소가 태백은 묵은 한 해를
사진 출처 : 태백시청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기에 좋은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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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눈꽃 산행

어둠을 밝히는 붉은 햇덩이

01
02
03

겨울바다가 스산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곳을 찾아보지 않은 이들의 고루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 숨쉬는

문무대왕릉 일출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03

철새들의 끊임없는 부대낌이 더 큰 울림을 남긴다. 태초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을 파도가 또 한 번 서늘한 철
썩임으로 드나들고, 갯벌 위와 그 아래에선 이름 모를 작은 생물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소리를 만들어낸다.
01

아름다운 비행은 한 폭의 그림이 되다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30분 남짓 달려가면 아름다운 철새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02

충남 서산의 천수만에 닿게 된다. 지난 1984년 간척사업으로 천수만 일대에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인공 담수호인
간월호와 부남호가 생겨났다. 간월호(A지구)는 서산시와 홍성군(내륙방면) 사이, 부남호(B지구)는 서산시와 태안군(안면도
방면) 사이에 위치한 인공 담수호로 이 호수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갯벌이던 곳에 대단위 농경지(6,400ha)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천수만 일대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인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내륙지방보다 10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기온이 1.2℃ 정도 높고, 또한 주변에 벼를 재배하는 대단위 농경지가 있어 추수 후에 남겨지는 곡식들이 겨울

천수만 A지구 농경지에는 느닷없이 찾아 온 겨울진객 흑두루미 방문으로 겨울철 삭막한 농경지에 활기찬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 까맣게 무리지어 먹이를 먹는 흑두루미들은 이제 먼 여행을 떠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먹이를 찾다 일제히 고개를 들면
목덜미 흰 부분이 마치 손을 흔드는 듯 카랑카랑한 목소리도 리듬을 탄다. 붉게 물든 노을빛 하늘위로 떼지어 힘차게 날아
오르는 철새 무리의 실루엣은 한 편의 장대한 드라마와도 같다. 새들은 이곳에서 새해를 맞이할 것이고, 따듯한 봄이 올
무렵이면 또다시 얼음꽃이 핀 나라를 향해 떠날 것이다. 계절마다 행선지를 바꾸는 새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유목
민과도 같다. 그 자유로움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스스로 치유되는 느낌이 든다. 어쩌면 천수만을 찾은 이유는 지난 상념을

경주보문단지에서 감은사지를 지나 문무대왕릉에 이르는 길은 유홍준 교수와 소설가 김훈이 극찬한 길이다. 호수와 들판을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신년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지나 바다에 닿는 이 길을 따르다보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길 끝에서는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01
02
03

천수만
천수만 갈대
천수만 철새들

솟아오르는 뜨거운 햇덩이도 만날 수 있다. 경주는 여행자에게 많은 상상력을 요구한다. 탑과 절 건축에 사용된 돌만 남아있는
절터에서는 신라시대의 웅장한 절 모습을 상상해야 하고, 시내 곳곳에 자리한 고분과 남산에 자리한 불상을 보며 옛 신라인의
삶을 되새김질해야한다. 경주여행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여행자의 상상력에 따라 여행의 맛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사진 출처 : 충청남도청

해돋이의 붉은 기운, 세상의 아픔을 쓰다듬다
문무대왕은 신라를 통일하고 바닷가에 절을 지어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절이 완공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의 아들 신문왕은 절을 완공하고 절 이름을 감은사라 불렀다. 문무왕의 위업에 감사하다는 뜻이다. 감은사
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문무대왕릉은 죽어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문무왕의 납골이 뿌려진 곳이다. 문무왕은 죽어서도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며 바다에 묻혔다. 용왕이나 문무왕께 치성을 드리는 무속인들이 매일 찾아온다. 문무왕릉의 일출은
장관 그 자체다. 거센 파도를 뚫고 문무대왕릉 위로 불쑥 솟아오르는 커다란 햇덩이는 보는 이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감은사탑에서 신라의 정신을 느끼다
유홍준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극찬을 했던 바로 그곳. 보문단지에서 추령을 넘어 문무대왕릉과
감포항에 닿는 코스다. 보문단지에서 시작한 길은 뱀처럼 똬리를 틀며 토함산 북동쪽 산자락을 타고 오른다. 첫 여행지는
02

기림사다. 원효대사의 손길이 묻어있는 절이다. 기림사는 부처님 생존 당시 최초의 절인 ‘기원정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03

들머리는 대나무 숲이다. 세찬 겨울바람이 숲을 흔든다. 기림사지를 나와 감은사지(感恩寺址)로 향한다. 완벽한 조형미로
인해 신라탑의 전형으로 불린 감은사탑이 있는 곳이다. 감은사탑은 웅장하다. 13.4ｍ의 압도적인 높이는 현존하는 신라의
탑뿐 아니라 우리나라 삼층석탑 중에서도 가장 크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조형미는 보는 이를 감탄하게

0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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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감은사지와문무대왕릉 일출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

철새들의 주먹이원이 되는 등 철새서식지로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추게 되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글 편집실

+ 트렌드 이슈

KCL & CULTURE

잠시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일상을 차지하고 삶의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사회 전반까지 무엇이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를 맞으며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말하는 2021년 이슈와 트렌드를
내다본다.

뉴노멀 시대,
새롭게 다가올 트렌드를
읽다

레이어드 홈

2021
TREND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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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정형적이고 고정된 공간, 집이 변화의 진앙지
가 되고 있다. 사실 ‘집과 동네’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영향력이 커지
고 있는 트렌드였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오랜 시간
집에 머무르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결과 마치 여

브이노믹스(Coming of V-nomics)

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 멋을 부리는 ‘레이어드 룩’ 패션이나, 이미지 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우리는

2021년 트렌드의 첫 키워드인 브이노믹스(V-nomics)는 바이러스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고 있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상상했던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라는 의미다. 브이노믹스는 다음 네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팬데믹은 항상 미래를 앞당겼던 전력이 있다.

①경기의 반등, 즉 ‘V자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②코로나로 가속화된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래한 경제와 소비의 변화는 무엇이

‘언택트’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③코로나 사태로 소비자

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④브이노믹스 시대를 헤쳐

로그램 ‘포토샵’에서 이미지의 층을 의미하는 ‘레이어’처럼 집이 기존의
기본 기능위에 새로운 층위의 기능을 덧대면서 무궁무진한 변화의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집의 기능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레이어드 홈’이라는 트렌드를 제안한다.

나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V자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2021
TREND
ISSUE

01

자본주의 키즈

2021
TREND
ISSUE

03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광고·시장·금융 등 자본주의적 요소에 친숙하고 자본주의 생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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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메르스·사스·조류독감

몸으로 체득한 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시장의 이윤 논리를

등의 다양한 역병들을 경험해봤지만 이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았다.

정확히 이해하는 자본주의 키즈들은 광고에 관대하며 이를 ‘이용’할 줄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타격도 그에 못지

안다. 이 때문에 PPL혹은 ‘앞 광고’는 그냥 넘어가지만 협찬을 숨기는

않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세계 경제의 성적표는 사상

‘뒷 광고’에는 격렬하게 분노한다. 소비자가 광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최악이다. 소비자심리지수·물가지수·경제성장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그야말로 경제적 재난 사태다.

이들은 소비를 통해 행복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지만 구매 과정에

이 시점에 모두가 궁금해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많은 공을 들이며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매우

에는 반등할 것인가?” 수치로만 보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협력

적극적이다. 카페에 앉아서 영화 이야기를 하던 커플이 부동산 투자

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일견

강의를 함께 듣고 ‘임장(부동산 현장 답사)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며, 대학생·

‘V’자형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군인 등도 투자 대열에 합류한다. “돈 밝히면 못쓴다”는 말은 옛말이

성장률은 ‘전년과의 대비’이기 때문에 2020년의 충격이 얼마나 크냐에

됐고, 이제 “돈에 밝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 된다”는 말이 생활신조가

따라서 소비 기저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0년 실적이 나쁠수록

되고 있다.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상대적인 반등의 폭이 커 보이는 착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인적 자본’이 되어 경쟁하고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기업이 선택적으로 소비·투자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거시지표가 V자를

무작정 물질주의적이거나 충동적이지만은 않다. “행복은 충동적으로,

그린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산업별·업종별로 그 회복의 양상이

걱정은 계획적으로” 할 줄 아는 자본주의 키즈들은 새로운 경제관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으로 무장한 채 브이노믹스와 그 이후를 이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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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N BOOK

층간소음 문제 해결
KCL과 함께하세요!

KS인증심사기준
개정 목록(2020.9.~12.)을
알려드립니다!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2020. 12. 14

KS C 8569

KS C 9304

연료전지시스템

환풍기

2020. 10. 08

2020. 09. 07

KS D 3568

KS D 3566

일반 구조용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탄소 강관

2020. 12. 14

2020. 12. 14

※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https://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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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 충격음, 완충재 충격음 저감성능 등의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CL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완화에 기여하여
각종 생활소음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키운 층간소음 갈등

‘쿵쿵쿵’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층간소음은 크게 설계·시공상 하자 등 ‘주택 자체의 구조적 결함(사용 전 소음 기준)’이나 ‘이웃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10월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거주민의 잘못(사용 중 소음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관련 신고 건수는 3만 1,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8% 늘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먼저 시공사가 주택을 지을 때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건수만 해도 2만 7,539건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 2만 6,257건을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공동 주택의 세대 내 층간 바닥은 경량 충격음 58㏈ 이하, 중량 충격음 50㏈ 이하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환경부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관들이 법적 구속력이

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층간소음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없어 관련 민원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이를 중재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

(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주간

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깊어진 층간소음 문제는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밤 10시) 43dB(데시벨) 이상 △야간(밤 10시~익일 오전 6시) 38dB 이상이 기준입니다.

3만 1,445건

KCL에서 수행하는 시험·평가로
층간소음 방지하세요

KCL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합니다

KCL은 건축자재에 대한 음향 관련 시험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KCL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주택 품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KCL 음환경센터에서는 △층간소음 저감용 완충재 물성 시험 △완충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층간소음 뿐만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능 평가를 통한 에너지

시험 △Mock-Up 시험을 통한 완충재의 충격음 저감 성능 비교 평가 △매트 및 바닥마감재의 바닥

손실 최소화 △화재 예방·생활 안전 점검·자문 △환경 유해인자 측정·관리 등에 협력하여 시민들이

충격음 저감 성능 평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 현장 평가 등을 수행하며 종합적인 건축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음향분야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토대로 전국의 주거환경 개선을 책임질수 있도록 KCL은 신뢰성 있는 시험과 연구를 수행

또한, 층간소음 관련 시험·평가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측정 시스템(주파수분석기,

해 나가겠습니다.

표준바닥충격원(뱅머신, 태핑머신, 고무공 충격원), 마이크로폰 고출력 스피커 등과 환경소음 및
진동 측정 장비(주파수분석기, 소음계, 마이크로폰, 환경진동계, 가속도계 등)와 같은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풍부한 시험 및 R&D 수행 경험을 지닌 KCL의 전문인력은 주택 시공 모든 과정의 품질 시
험 진행 및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QUIZ&

KCL CHANNEL
1

QUIZ

KCL은 국내 최고의 시험·인증·평가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CL LIFE> 겨울호를 읽고 퀴즈를 풀어주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1

2

3

◦◦◦◦◦◦◦◦는 KCL이 제공하는 안전인증

KCL은 ◦◦◦◦◦ 시험기관 전환인정 컨설팅

KCL이 표준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의 근거가 되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생활

을 통해 국내 시험기관들이 전환된 국제표준에

◦◦ ◦◦은 온도와 시간을 매개로 가치를

용품 및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창출하는 물류 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매년

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7.6%씩 성장하여 2023년까지 320조 원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여겨진 다.

① 제품안전관리제도

① KOREA

① 블루 오션

②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② KOLAS

② 암호 화폐

③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③ KOHLS

③ 콜드 체인

힌 트

38~41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힌 트

42~43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힌 트

44~47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지난호 QUIZ 정답

지난호 당첨자(전화번호 끝자리)

1. ② 대용량 이차전지

전*(3480) 정*철(9523) 유*지(4652)

2. ① 옥외실증센터

강*정(8059) 송*석(8198)

3. ②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KCL LIFE>에 참여하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응모 페이지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마감일은 3월 20일까지이며, 당첨 안내는 기재해주신 메일 주소로 안내됩니다.

3

KCL CHANNEL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공식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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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