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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서비스를 확립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온 새로운 미래,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미래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험인증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the way to trust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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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발표에 따라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KCL LIFE> 봄호 KCL & SPECIAL은 

국제적 수준의 EV 및 ESS용 배터리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고수준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KCL 배터리센터를 소개합니다. 
KCL 배터리센터 

KCL의 안전 친환경 미래를 위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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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모빌리티 시대를 넘어 

초연결화의 핵심이 될 KCL 배터리센터

정부가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가 우리 일상에 녹아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기차는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 전기차 배터리는 한번 불이 붙

으면 특수 소화 없이는 꺼지지 않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고, 화재와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이 커 생명을 앗아갈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시험인증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KC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국제적 수준의 EV 및 ESS용 배터리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

차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뢰성평가동

면적: 10.148㎡

성능평가동: 2.502㎡

신뢰성평가동: 872㎡

안전성평가동: 280㎡

성능평가동

안전성평가동 

글 박진성 

KCL 배터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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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 수요는 2019년 기준 198GWh에서 2030년 3,392GWh로 10년간 약 17배 규모로 성장했다. 

소형전지 수요는 휴대전화 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증가율이 낮은 반면, 중·대형전지 수요는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

대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EV 배터리 수요는 ’19년 150GWh → ’25년 909GWh, 양산 Capacity는 ’25년 1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필요성 대두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 자동차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수단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환국면으

로 활용하기 위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하고 보급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도 자동차 연비 규정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허용기준을 강화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2천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2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형전지 시장점유율 중·대형전지 시장점유율

*출처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동향 및 산업 전망, SNE Research(2018)

*출처 : 삼성증권

*출처 : SNE Research,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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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전지 수요,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급성장 

현재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17년 187억 달러이며, IT용 소형전지가 46%, EV용 중·대형전지 54%(ESS용 

3.7%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전기차 판매량(좌측) 내연기관 판매량(좌측) 전기차 판매 비중(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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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고 신재

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에너지 신사업 육성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배터리 제조사

들은 대형 수주를 기반으로 그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 수준의 EV·ESS 배터리 평가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KCL은 지난해 9월 충북 진천에 국제적 수준의 EV 및 ESS용 배터리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활발하게 업무

를 수행 중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KCL의 중대형배터리 평가업무는 초기에는 정해진 사이트가 없어 서울, 청라, 서산, 진천 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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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내 여러 사이트를 다니며 수행했었다. 이후 2020년에 진천 배터리 결합시험장비 별도의 부서로 독립되어 나오

며 업무를 한 곳으로 집적화, 고도화시켰다. KCL의 배터리 종합시험장은 10,148㎡의 면적에 성능평가동, 신뢰성평

가동, 안전성평가동으로 그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3개동으로 구축하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자

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까지 전분야에 사용하는 배터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에너지밀도화 되어 가고 있는 중대형 배터리에 대하여 세계적인 평가기관 전문 인력들이 배터리 관련 전분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집중하였다. 

KCL은 셀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완성차 제조사들과 개발 초기 평가부터 최종 차량이 시장에 출시될 때까

지의 인증평가까지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따른 평가 대응

을 위하여 신규 평가 장비 개발 및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배터리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 평가, 해외 제조공장에서의 품질 평가를 위한 현지 평가 및 각종 기

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KCL 최대 규모의 배터리 시험 평가 인프라 구축

성능평가동, 성능 및 내구성 시험·평가로 신차 개발 평가 대응

KCL 배터리센터의 최대 자랑인 성능평가동은 동시 EV급 20여 차종의 내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인프라를 갖춘 시험실로 특정 환경 조건에서 차량 실주행 프로파일을 모사하여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도 시험

실 단위에서 보증수명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들로 구축되어 있다. 그동안의 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비 제조업체

들과 협업을 통하여 최신의 장비를 개발, 최고의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기차가 대중화되어가는 요즘 배터리의 안전성은 물론 더 짧은 충전시간, 더 긴 주행거리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수

명시험, 효율시험, 용량시험, 출력시험 등 성능 및 내구성 평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KCL

은 선제적 장비 구축을 통하여 신차 개발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구성 평가시스템 

안전성평가동, 화재와 폭발 등 위해요소 안전성 평가 

자동차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은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성이다. 성능도 내구성도 이러한 안전성이 담보되는 상황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환

경에 놓이게 되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장착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치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동작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안전성 평가이다. 

KCL의 안전성평가동은 차량 사고, 고장 또는 사용자 과실에 의한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

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곳으로 단락시험기, 과충천과방전기, 방폭챔버, 롤오버시험기, 낙하시험기, 압축 시험기 등을 

갖추고 있다. 

안전사험에서 불합격되는 배터리는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건물, 장비의 파손은 물론 시험자도 다칠 수 있어 시험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용량 감소 추이, 내부저항 변화, 출력 변화 등의 평가를 통한 배터리 열화 및 수명 분석

주행 거리별 성능 체크(10,000km 단위)

Start 10,000km 20,000km 30,000km 250,000km

급속 충전 → 방전(주행 중 방전 패턴, 회생 재동 등 모사) → 급속 충전800V Rapid Rechar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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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10 11

K
C

L &
 SP

E
C

IA
L

+
 S

P
O

T
LIG

H
T
 



신뢰성평가동, 장기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평가 

신뢰성평가동은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및 충격을 평가할 수 있는 진동시험기 및 온습도 환경 등에 장

기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대형 챔버, 열충격시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진동시험기는 가진력 30톤급 온습도복합진동시험기로 온습도 환경 하 진동시험은 물론 충방전기와 연계하여 진

동평가 중 충방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제 차량 운행 환경에 가까운 평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방폭챔버    열충격시험기

  진동시험기  

10년의 노하우,  성능평가동 구축, EV급 배터리 시험 장비를 모두 갖춘 KCL만의 경쟁력

KCL은 EV, ESS 등 중대형 이차전지 평가를 위한 국내 최대·최고의 이차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 시험 인프라 보유

를 활용하여 10년 이상의 오랜 평가 노하우를 보유한 직원들이 국내·외 이차전지 활용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외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인증시험, 에너지저장장치 단체표준 인증시험, 이차전지 항공 및 선박 운송 안전성 시험 

(UN/DOT 38.3) 등을 통해 소비자에 전달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며, HKMC, FORD, VOLVO, BAIC 등 국내·외 완

성차 기업 품질표준에 적합한 개발연구용역 참여로 제조사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삼척의 실화재시험장을 이용한 배터리 연소시험, 열폭주 전이시험 및 서산 동적시험실을 연계한 SLED시험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터리 관련 국내·외 모든 평가 표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관련 각종 사고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을 위한 재현시험 및 분석평가도 지원한다.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 및 시장확대를 위한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추진

KCL은 최초 생산되어 전기자동차용으로 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사용되어 한 번의 수명을 다한 배터리의 2차 

활용, 즉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분류를 위한 잔존 수

명 평가 등 분류 방법 연구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응용제품에 대한 성능 보증 방법, 안전성 평가 방법 등의 표

준 개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다양한 미래유망산업에서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바일 에너지원으로서, 단순한 부품이 아닌 초연결을 

위한 파워코어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거나 소진시 바로 보충해야 하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

하는 초연결 사회의 현실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KCL은 생산부터 사용, 재사용 및 후처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시장확대를 위해서 고에너지밀도, 고안전성, 고출력 등 

성능에서 최고수준을 구현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생태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KCL 배터리센터 043-753-3185

항온항습기, 모듈급 충방전기, 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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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창립 50주년
신뢰와 가능성의 이름이 되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2021년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KCL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KEMTI)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KICM)의 역사를 이어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시간과 앞으로 펼쳐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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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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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07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971. 04
(재)한국수출잡화 

시험검사소

1980. 12
(재)한국잡화포장 

시험검사소

1994. 04.
(재)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2003. 01
(재)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970s 1980s 1990s

1990s

2000s

2000s

2010. 07. 08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KCL) 출범

2010s

신뢰의 50년, 역사가 되다

KCL은 분야와 규모를 넓혀가며 50년 역사 가운데 어느 때보다 눈부신 도약을 이뤄냈다. 지난 10년의 기록을 살펴본다.

KCL, 통합 후 성장의 10년을 말하다

시험인증, 전산업 분야로 진출

KEMTI
생활관련제품,

 환경분야

KICM
건설분야

KCL
미래 신성장 분야 

- 화재안전, 이차전지, ESS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공기질 

관련 산업, 바이오 등

기관지정 증가 해외 협력기관 증가

13 개부처,

99 기관

약 3.8 배 Up ▲

5 개부처,

42 기관

2010

24 개국,

82 기관

2021

약 4 배 Up ▲

10 개국,

21 기관

조직 규모 성장

2010

19 본부, 75 팀,

1 해외 법인, 14 반

2021

15 본부, 42팀,

1 해외 법인,

530 여 명

약 2 배 Up ▲

KEMTI KICM

전국 사업장 수 증가

신성장 분야 시험 수행 특수사업장 구축 
- 삼척실화재센터, 공기환경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모빌리티센터, 배터리센터, 비임상센터 등

20개 32개 사업장

KCL & 50’S STORY 글 KCL 홍보실KCL 50+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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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 ① 

국내 유일 스포츠 그라운드 성능 
인증기관 
KCL 스포츠환경센터 

TECH INSIGHT ② 
내진 장치 성능평가   

R&D

무기계 소재를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 및 실용화

KCL의 얼굴들

미래를 보는 넓은 시선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여가다
- KCL 충청본부

인증 이야기 
해외인증 바르게 알고 준비하기
- 수출 제품 해외규격인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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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8

34

38

42

46

50

5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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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PICK ①    
기상재현 표준암실 기반 
도로교통인프라 성능평가

HOT PICK ②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평가 

HOT PICK ③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
국내 1호 기업으로 세바바이오텍 선정

GROW INSIDE 
KCL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온라인교육

KCL TOON

이 구역의 최고는 KCL! 
- 해양 플라스틱 제로! 친환경부표시험 

KCL NEWS

the way to trust KCL!

50주년 기념 엠블럼을
소개합니다

‘the way to trust KCL’이라는 슬로건의 

정신을 담은 엠블럼이다. 신뢰를 기본 가치로 삼고, 

지난 50년 동안 기업발전과 국민안전에 힘써온 

KCL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  

‘Let’s KCL’은 상생·동행·공감 등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엠블럼이다. 글로벌 일류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앞으로의 100년을 선도해갈 

KCL의 도전과 혁신을 의미하고 있다. 

창립 50주년 기념 엠블럼 소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험인증기관인 KCL의 창립 50주년 엠블럼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국민 안전에 기여해 온 KCL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시각화했습니다. 

딥블루 색상은 신뢰의 가치와 공정성을 나타내며, 그린 색상은 사람, 기술, 환경의 조화와 무한한 발전을, 

스카이블루 색상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지향하는 힘찬 도약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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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스포츠센터 주임연구원

KCL 스포츠환경센터는 이와 같은 인조잔디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해왔었고, 그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인조잔디 현장의 품

질기준 검사를 ‘조달청 계약 특기사항’에 근거하여 실행 중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현재 인조잔디 축구장에 설치되는 인조잔디를 기준(A Type)으로 보았을 때, ‘실외 체육시설–인조잔디 (KS F 3888-1:2018)’에 따라 현

장에서 충격 흡수성이 50% 이상 나와야 하는데, 그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내구성 관련 문제는 인조잔디 운

동장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국내 프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일반 사용자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준공 이후에는 기준 유지를 위한 정기검사가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충전재의 유실 등으로 인해 충격흡수성이 보완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능 검사 및 지속적인 후속 관리 방안이 시급하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며, 인조잔디 설치 업체들 또

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기관 검사 및 수요기관 납품검사 시, KS F 3888-1의 부속서 A 「인조잔디 현장 시험」 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납품요구 금액 5,000만 원 미만은 제외).

- KS F 3888-1의 부속서 A 「인조잔디 현장 시험」 내용. (표 A.1).

지속적인 인조잔디 성능 검사의 필요성 대두

인조잔디란 합성섬유를 소재로 하여 천연잔디 대신 사용되는 대용품이며, 인조잔디 파일 틈에 재료를 

충진해 파일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사, 충전재(고무분말)와 인조잔디 매트(기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조잔디는 주로 스포츠 활동(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천연잔디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기후조건이나 사용 빈도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과 활용성 면에서 

천연잔디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요가 늘어나고 사용 폭이 점차 확대되어왔다. 최근 인조잔

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인조잔디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내구성 관련 문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가장 문제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인조잔디 축

구장’에 대한 안정성이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일반 아동, 성인들뿐만 아니라 프로급 선수들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가장 설치 비중이 높은 스포츠 시설물 중 하나이다.

Hot Issue

지난 2월 1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국 인조잔디 축구장 10곳 중 8곳이 충격흡수성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흡수성’이란 말 그대로 바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충격을 바닥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출처 : 경향신문사

시험 항목 
품질 기준 시험

방법A-1 A-2 B-1 B-2 B-3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6.1.1

수직 방향 변형(㎜) 3~10 3~10 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1.2

회전 저항(Nm) 25~50 25~50 - - - 6.1.4

공의 반발력(m) 0.50~1.20 0.50~1.20 - - - 6.1.6

공 구름(m) 4~10 4~10 - - - 6.1.7

현장 시험 사진 KS F 3888-1:2018 인조 잔디 시스템 현장(Feld) 품질 기준(표 A,1)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가는

국내 유일 스포츠 그라운드 성능 인증기관 

KCL 스포츠환경센터

딱딱한 인조잔디는 경기장을 누비는 선수들의 각종 부상을 발생시키고, 경기력 저하 및 선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KCL은 국내 유일의 스포츠 그라운드 성능 

인증기관으로서 신뢰성 높은 인조잔디 성능 시험인프라를 갖추고, 프로 아마추어 선수들의 안전과 

운동수행 성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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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스포츠 그라운드 성능 인증기관,  KCL의 시험 인프라

최근 인조잔디 기술의 발달로 경제성과 활용성 면에서 천연잔디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요가 늘어나고 사용 폭이 점차 확대되

고 왔기에 2010-2011년에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 (KS M 3888-1), 탄성포장재 (KS F 3888-2) 분야가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국내 인조잔디 산업의 성능 인증기관으로서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며 2019년 1월 KCL 신소재 신뢰성센터의 스포츠바닥재 분야와 플

라스틱 신뢰성센터의 화학분석 분야가 결합되어 지금의 스포츠환경센터로 출범했다. 

KCL 스포츠환경센터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한국산업표준(KS)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스포츠바닥재의 성능시험을 국내 

최초로 전문화하여 랩 테스트(Lab test) 및 필드 인증서비스(Field certification services)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바닥재‘란 사용자의 안전과 운동수행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인조잔디 시스템, 탄성포장재(육상트랙), 어린이놀이시

설용 충격흡수바닥재, 테니스바닥재 등 스포츠 용도의 목적을 갖는 구장의 바닥재를 의미한다.

스포츠환경센터의 업무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내 규격(KS) 및 해외 규격(EN, ASTM, ISO)에 따른 시험 및 현장평가

둘째, 국내·외 스포츠협회 인증 시험 기관으로서 제품 및 구장 인증 및 연구 관련 사업, 국내 스포츠협회 표준 제정/개정 사업

셋째, 우수조달 제품 등록 및 성능인증, K리그 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컨설팅 업무

넷째,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유해성 분석(중금속, T-VOCs, PAHs,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유무기 화학분석), 산업 및 생활제품의 

        환경규제물질, 고분자 재료 등의 화학성분 분석 및 연구 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장 시험의 수요와 기대에 상응하여 ‘Leica P40 3D Scanner’ 장비를 도입하였다. 일정한 위치에 장비를 고정

한 후에 작동을 시키면 공간을 스캔해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준다. 그 후 프로그램 Leica Cyclone 

Register 360과 Surfer를 이용하여 스캐닝한 현장을 Kriging 기법(격자법)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구현해 낼 수 있으며, 그라운드 평탄성 

및 수평과 수직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존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현장 요건 및 변수들을 분석하고, 현장 실

사를 그대로 구현해 낼 수 있으며 앞으로 다방면으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해외장비/설비로 XL머신, 경사공반발, 윤거하중시험기 등이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해외장비 도입과 국제

스포츠협회들과의 긴밀한 협업은 국내 표준 도입 및 개발과 해외 부합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해외인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국

내 업체들의 국제 인증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3D 스캐닝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사 구현 예시: 현장 실사 구현 및 평탄성, 등고선(Contour Line) 분석

매년 확대되고 있는 인조잔디 시장 

국내 인조잔디 시장 확대의 시발점은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따른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계획」 이었다. 국내의 인조

잔디 시장은 학교 및 지자체의 공공발주 물량의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많은 영업 이익률을 얻을 수 있기에 경쟁이 점차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자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중에서도 특정 대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소기업들

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의 인조잔디 시장은 스포츠 경기장, 레저 및 조경용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국내 인조잔디 시장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조잔디 시장을 이끄는 핵심 요인인 내구성·경제성·유지관리의 편리함 등의 이점으로 인해 인조잔디 시장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가 발표한 보고서 “Grand View Research, Inc.-시장 조사 및 컨설팅”에 따르면 글로벌 인조잔디 

시장 규모는 2019년 2조 7,560만 달러(약 3조 670억 원)로 추산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4 %의 복합 성장률로 성장하

여 2025년에는 3,808.9백만 달러(약 4조 2,2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보고서 “Mordor Intelligence’s report.-Artificial Turf Market - Growth, Trends, COVID-19 Impact, and Forecasts(2021 – 

2026)”에 따르면 글로벌 인조잔디 시장은 예측 기간(2020-2025) 동안 연평균 11.1 %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적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예측 기간 동안 인조잔디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은 2019년에 33.8 %의 점유율로 인조잔디 시장을 장악했다. 아시아 태평양은 일부 국가의 물 부족으로 

인해 인조잔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스포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이벤트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조잔디 시장 확장의 또 다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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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CL 스포츠환경센터는 K리그 경기장 그라운드 평가 방식을 개선했으며 평가 점수의 가장 큰 비중(60%)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감독관의 정성적 평가 위주로 시상 기준을 정했고, 이 때문에 경기장 관리주체에 그라운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부재했

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에 따라 ▲감독관 30% ▲공식평가기관 KCL 60% ▲각 팀 주장 10% 비중으로 나뉘어 그린스타디움 평가가 이

루어진다. 

U.S Artificial Turf Market Size, By Material, 2014-2025(USD Million)

313.7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29.1

출처: www. grandviewresearch.com

Polyethylene  Polypropylene Nylon

KCL, 다양한 국내의 스포츠 협회·기관과 협업하는 국제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

현재, 스포츠환경센터는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대한테니스협회(KTA), 한국프로축구연맹(K  LEAGUE),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육상경기

연맹(WA), 국제테니스연맹(ITF), 국제스포츠바닥재과학회(ISSS) 등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협회 및 기관들과 협업하는 국제 시험인증기관

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한국프로축구연맹(K LEAGUE)과는 2018년 MOU를 체결하여 전 프로축구전용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고, 인조잔디 ‘K리그 그라운드 공인제도’를 마련했다.

‘K리그 그라운드 공인제도’는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라운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운영하는 인조잔디 

인증제도이며, 인조잔디 제품과 인조잔디 경기장이 공인제도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를 KCL이 시험하고, 협회에서 공식 인증하여 인증서

를 발급한다.

구분 내용 시험 신청 유효기간

인조잔디 제품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인조잔디 제품에 대한 인증 제품 시험  인조잔디 제조사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인조잔디 

축구경기장
인증 받은 인조잔디 제품이 설치된 축구경기장에 대한 인증 현장 시험 구장 소유주체

※ 향후 한국프로축구연맹 주관 경기는 천연잔디 경기장 또는 공인 받은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개최

K리그 그라운드 공인제도 개요 

• 시행일: 2018년 1월 9일 

• 인증대상 

향후에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아마추어농구연맹(FIBA), 국제하키연맹(FIH) 시험기관 획득을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조잔디 

성능인증기관으로서 국내 업체들의 해외 인증 획득 플랫폼 사업 및 국내 스포츠협회의 공인검정 표준화 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KCL 연구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인조잔디와 

관련하여 국제 및 국가 단위의 표준화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문의 KCL 스포츠환경센터 042-723-3070

IAAF(World Athletics) 시험기관 인정, ISSS Conference 2018(이탈리아), 

FIFA Round Robin 2018(홍콩)

ISS, WA, ITF 인증 마크: Certification 0f Accredired 

Laboratory

•국제테니스연맹(ITF) 공인시험기관 지정

• 국제축구연맹(FIFA) Round robin test observer 참가

   (이탈리아)

•국제축구연맹(FIFA) Round robin test 참가(홍콩)

• 국제스포츠바닥과학협회(ISSS) Scientific body 

member 자격 취득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개발원 KISS 인증 

협력

•한국프로축구연맹(K League)과 MOU 체결

•K League 인증제 도입 협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년

•천연잔디 구장 관리 기술 개발 협력 

  (천연잔디 및 하이브리드잔디 연구, 제품 및 현장시험 수행)

•대한테니스협회(KTA) MOU체결

•국제육상경기연맹(WA) 공인시험기관 지정

•천연잔디 구장 관리 기술 개발 협력

•FIFA-국제축구연맹 시험기관 인정 추진 중

•FIBA-국제아마추어농구연맹 시험기관 인정 추진 중

•FIH-국제하키연맹 시험기관 인정 추진 중

KCL 스포츠환경센터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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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구조란

내진 구조는 지진력을 저항하고 흡수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지진력을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내진, 제진, 면진으로 구분한다.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부재의 자체의 성능을 높이거나 내진 장치를 적용하여 지진에 의한 진동을 격리 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면진·제진 시스템은 해당 공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장치의 성능에 따라 

구조물의 내진성능이 결정된다. 

  은 건설 구조물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여 지표면으로부터 구조물에 전달되는 지진에너지를 건축물의 골조나 

교량의 교각과 같은 구조체에서 온전히 해소하도록 설계한 것을 말한다.

  은 건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제진장치는 내진용과 풍진동 제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어해야 하는 진동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제진장치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여 구조 부재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장치이다.

  은 교량 또는 건축구조물에 지진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기술이다. 수평방향으로 유연하며 수직 

방향으로 충분한 강성을 보유하고 있는 면진장치(Seismic Isolators)를 적용하여 지반으로부터 전달되는 지진력을 구현한다.

내진 기술의 종류

면진받침(적층고무계열) 면진받침(강재계열)

어디에 있든 안전한 사회,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만들다 

내진 장치 성능평가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 

으나 국내에서도 지진 재난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지진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진 관련 규정은 강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지진 재해의 경우, 언제 어떤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설계지진의 설정과 적정한 방재방안의 적용이 중요하다. 고층건물 및 장대교량과 같은 대형구조물이 

일반화되고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중요 구조물도 증가함에 따라 건물·교량의 지진재해방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진력을 흡수하거나 또는 지진력에 저항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면진장치, 제진장치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진 장치는 구조물 전체의 내진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KCL에서는 충북 청주시 종합건축환경시험장 내에 면·제진시험동을 구축 

하고 면진·제진장치 시험평가 장비를 도입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다수의 지진 재해로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진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KCL은 자체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내진 장치 시험평가 

시스템으로 국·내외 모든 규격에 대응이 가능하며, 면진 및 제진 장치에 대한 성능 시험을 

통하여 기술 향상과 수출 기업의 판로에 도움을 주고 있다. 

KCL 면·제진시험동

내진(Seismic Resistance)

제진(Seismic Damping)

면진(Seismic Isolation)

글 박진영 

KCL 내진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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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내진 장치 성능평가 시설

면진·제진 장치의 성능 확보가 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직결하

기 때문에 장치의 성능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전체 구조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그동안 면진·제진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한 시험평가 장비는 제조사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제품 성능평가 결과

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KCL은 2013년부터 2년간 오창 종합건축환경시험장에 30억을 투

자하여 시험평가장을 건설하고, 40억을 투자하여 국내 최대 규모

의 내진 시험평가장비를 구축하였다. KCL은 2015년 1월, 관련 전

문가를 초청하여 ‘면진시스템 성능평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KCL은 쿠웨이트 코즈웨이 교량에 적용된 내진받침의 전수시험, 다수의 데이터센터 면진장치의 성능평가 등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 

했으며, 국·내외 대형 공사에 적용되는 내진 장치의 품질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KCL은 10톤 이하의 초소형 장치부터 3,000톤 용량의 면진 장치까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물과 지반을 분리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내진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교량, 특수 

시설물 등에 면진장치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가 중요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련 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

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KCL은 종합건축환경시험장(오창)에 구축한 ‘면·제진 시험평가 시스템’을 

통해, 면진 및 제진장치의 시험평가뿐만 아니라 각종 실대형 역학 시험평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 및 

성능향상을 지원함은 물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KCL은 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으나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KCL 내진센터 043-210-8944

KCL은 국내 최초로 면진받침, 내진받침시험 규격에 대하여 KOLAS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외 대부분의 내진 장치 시험규격에 대하여 

KOLAS 인정범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실규모의 시험이 가능하다.

면진받침 시험평가 시스템은 수직방향으로 최대 30,000kN 및 수평방향으로 10,000kN(±1,000mm)을 동시에 재하할 수 있으며 지진재해

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면진, 내진받침을 평가할 수 있다. 토목, 건축용 각종 받침의 고하중-대변형 시험·평가가 가능하다.

제진장치 시험평가 시스템은 수직방향으로 10,000kN, 수평방향으로 2,500kN(±500mm/s)을 동시에 재하가 가능하며, 고속시험이 가능

하므로 주파수 의존성이 있는 제품군의 감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둥과 보가 설치된 프레임 구조물에 제진 제품을 적용하여  

실규모 시험을 수행하고 장치와 구조물 연결구, 프레임 구조에서 장치의 내진성능 기여도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건축용 내진보강 시스템 제진장치(유압댐퍼)

면진장치 시험평가장비 제진장치 시험평가장비 내진받침 시험평가장비

내구성 시험평가장비 슬라이딩패드 시험평가장비

신축이음장치 내구성 시험평가장비 충격제어용  LUD 시험평가장비

쿠웨이트 코즈웨이 내진받침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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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크리트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KCL을 중심으로 

진행한 ‘유무기 혼합재료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 연구를 통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을 스

스로 치유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자기치유 콘트리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을 스스로 치유하여 누수를 억제하고 유

해 이온의 유입을 차단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증진하며,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 건설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다

무기계 소재를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 및 실용화

콘크리트는 높은 압축강도를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인장 강도로 인해 수화열, 수축, 외부의  

하중 등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한다. 균열은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염소이온, 황산염, CO2 등 유해 

인자의 이동 통로로 작용하여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 부식의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의  

부식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구조물의 붕괴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사용수명 동안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균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에 매립되는 전력구, 하수관, 해상 교량,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육안 조사로 균열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균열을 확인해도 보수가 어려워 목표 사용수명에  

비해 빠르게 열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교통 정체로 인한 사회 혼잡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완공 후 31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9,432개)  

대비 2029년(23,087개)에는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을 

효과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새로운 유지보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을 스스로 치유하여 누수를 억제하고 유해 이온의 

유입을 차단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균열의 진단 및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선도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은 2010년대 들어 10여 개  

기관이 협력하여 구성한 HealCON(Self-healing for Concrete Structures) 및 SHeMat(Self-healing 

Materials)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박테리아, 폴리머, 캡슐 등 다양한 자기치유 소재를 활용한 자기

치유 콘크리트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Delft 대학에서 개발한 박테리아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을 실용화하였다. 일본은 동경대학교를 중심으로 팽창제, 팽윤제, 결정촉진제 등 무기계  

혼합재료를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기치유형 결합재, 자기치유형 

PC 제품 등 자기치유 시제품을 출시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 호주 등에서도 자기치유형 구체 방수제 자기치유형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s) 등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SHGC)(주관 : 성균

관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중심으로 유·무기 혼합재, 박테리아, 마이크로캡슐 등을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트

의 소재 및 가공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KCL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기계 소재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그 동안의 연구 성과와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기계 소재 활용 자기치유 기술은 일본이 기술 선도국으로 동경대학교 Kishi 교수 연구팀은 팽창제,  

팽윤제, 결정촉진제를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07년 동인도  

철도회사에서 실제 터널공사에 시범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자기치유 보수재, PC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기치유 콘크리트를 적용하였다.1) 

무기계 혼합재료 활용 기술은 자기치유 소재가 수화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능  

확보가 어려우며, 균열 폭이 증가하는 경우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침전물이 생성되기 어려워 치유 균열 

폭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 토호쿠 대학의 니시와키 토모야는 장기 재령 콘크리트의 자기치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치유 조성물의 조립화를 통해 균열 발생 전 자기치유 물질의 수화 반응을 억제하고 자기치유 물질을 

장기 재령에도 보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Ⅰ. 서론

Ⅱ. 국내외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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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건설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글 서정일 

KCL 건설재료센터 선임연구원

28 29

KCL & TECH 글 김주형 KCL 건설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서정일 건설재료센터 선임연구원+ R&D



무기계 소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Alghamri는 인공 골재에 무기계 소재를 첨가한 후 코팅하여 

균열 발생 전까지 무기계 소재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2) 

균열 발생 시 인공 골재가 파괴되면 무기계 소재가 균열로 흘러나와 균열을 치유하며, 배합 시 콘크리트의 

물성을 저하하지 않아 작업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기계 혼합재료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Michigan 대학의 Li 교수 연구팀은 무기계 혼합재료를 혼합한 Engineered cementitious materials 

(ECC)의 미세균열 치유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자기치유에 의한 역학적 성능회복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3) 

Chung-Chan Hung은 다양한 환경 조건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의 자기치유에 의한 ECC의  

인장 강도 및 강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기치유에 의한 역학적 강도 증진을 확인하였다.4)

최근에는 나노 소재(Nano-SiO2, Nano-TiO2, CNT, Nano-ZrO2 등)를 사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 연구

도 수행되고 있다.5) 몇몇 연구자들은 나노 소재의 혼입에 따라 자기치유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나,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KCL은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에서 무기계 소재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 개발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실용화를 위해 생산기업(㈜위드엠텍)과 함께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활용 자기

치유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CL은 SCMs, 팽창제, 팽윤제, 결정촉진제 등 무기계 혼합재료를 자기치유 소재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고유한 특성인 autogenous healing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무기계 소재는 균열에서 

further hydration과 calcite의 침전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치유 생성물의 부피를 증가시켜 균열 

충진율을 높이고, 자기치유 성능을 향상시킨다. 그림 3은 BSE로 측정한 OPC로 제작한 시편(Plain)과  

무기계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편(SH)의 균열 충진율을 나타낸다.

무기계 소재를 콘크리트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초기 재령에서 대부분 반응하여 재령 28일 이후로는 자기

치유 성능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기계 소재의 입도를 높여 초기 재령에서 반응량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무기계 소재의 표면을 방수 코팅하여 초기 재령에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다. 그림 4(좌)는 클링커를 분쇄하여 입도 분포가 50~500μm이 되도록 제조한 클링커 바인더이며, 그림 

4(우)는 방수 코팅된 무기계 소재를 나타낸다. 그림 5는 무기계 소재 활용 모르타르의 재령 28일 균열  

유도 시 자기치유 성능 평가 결과로 0.3mm의 균열을 28일 이내에 90% 이상 치유할 수 있었다. 

자기치유에 의한 인장 성능 향상 분석

Plain(좌)과 SH(우)의 균열을 충진한 자기치유 생성물(그림 3) 

클링커 바인더(좌)(그림 4) 방수 코팅된 무기계 소재(우)(그림 4) 무기계 소재를 활용한 모르타르의 

자기치유 성능 평가(재령 28일)(그림 5) 

무기계 소재를 첨가한 인공 골재 균열 치유 모습

Ⅲ.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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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 소재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의 경우 국내 현장에서 사용된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은 일본 

동경대학교 Kishi 교수 연구팀의 기술을 이전 받은 국내 업체가 일부 현장에 시공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 

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Xypex, Penetron과 같은 수입되는 고가의 자기

치유형 보수재, 자기치유형 구체방수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기계 소재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와 관련하여 국내 기술 개발을 통한 실용화가 절실하다. 

본 전체 연구 주관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에서는 각 기관에서 개발 

하고 있는 소재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기계 혼합재료 활용 자기치유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와 콘크리트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을 토대로 레미콘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Pre-mix 결합재로 개발할 계획이다. Pre-mix 결합재는 현장 및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하수관 및 하수암거,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 전력구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서 벗어나 시제품이 출시되는 등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무기계 소재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의 경우 캡슐 활용 기술, 박테리아 활용 

기술과 달리 콘크리트에 적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 가능

하다. 하지만, 다른 기술에 비해 자기치유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특히 장기 재령에서 자기치유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동경대학교 Kishi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무기계 소재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를 국내의 업체가 기술이전 받아 국내 현장에 일부 도입하였

으며, 자기치유형 구체방수제가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자기치유 성능을 나타 

내지는 못하고 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팽창제, 팽윤제, 결정촉진제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레미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성 등 다양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재 및 구체 방수제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레미콘에 적용하여 자기치유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데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재료 개발 뿐 아니라 콘크리트 시방서 개정 및 관련 산업체의 공정 개선 등 다방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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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치유 구체방수 콘크리트 투수량 감소율(그림 6)

자기치유형 구체방수제 혼입에 따른 균열 치유: (좌)7일, (우)14일(그림 7)

Ⅵ.   실용화 사례 및  

추진 방향

Ⅴ. 맺음말

또한, 실용화를 위해  유·무기계 소재를 활용한 자기치유형 구체방수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유·무기계 소재를 콘크리트에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교반/분쇄 공정을 활용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메카노케미칼 공정(Mechanochemical Process)을 적용한 자기치유 소재 제조 기술을 

도입하였다. 메카노케미칼 공정(Mechanochemical Process)의 적용은 유무기 혼합물 분쇄의 기계적 처리에 

의해 에너지를 가해 입자의 변형과 세분화를 일으키고, 표면적 증대와 동시에 표면에너지도 증가하여 입자와 

인접 유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 작용 등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반응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림 6은 

투수 시험에 의한 자기치유 성능 평가 결과로 유·무기계 자기치유형 구체방수제를 바인더의 5%를 치환한  

결과 14일 이내에 85% 수준의 투수저감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림 7은 자기치유에 의한 균열 폭 감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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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을 확보해 나가다

KCL 충청본부는 각종 품질인증과 더불어 교육·기술지도, 신뢰성업무, 연구용역, 해외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지역 전역에 위치한 4개의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원, 충북

지원, 신뢰성센터, 스포츠환경센터로 나뉘어 있으며 각자의 특성에 맞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스포츠환경센터가 진행하는 스포츠바닥재 시험평가, 대전충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열수송

기자재 관련 시험평가 등이 특징적인 업무로 꼽힌다. 

충청본부 근무 인력은 총 67명이며 대전충남지원 22명, 충북지원 7명, 신뢰성센터 20명, 스포

츠환경센터 1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관할 지자체의 현안 사업과 지역발전

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Task force, TF)를 

조직·운영해서 R&D 분야를 주도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TF는 추진분야에 따라서 3개로 나뉘는데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융복합 디지털 스포

츠·문화 생태계 구축 TF,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발전 분야 미세먼지 저감 TF, 자율

주행 시스템 반도체, 제어기 모듈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 시험인증 기반 구축 TF다. 충청본

KCL 충청본부는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각종 인증과 

더불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래 

산업인 스포츠·문화 시설까지 

인증 범위를 넓혀가는 이들을 

만나봤다.

열수송 기자재 시험평가 시험동 

01 01 02

미래를 보는 넓은 시선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여가다

KCL 충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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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기여를 높이다

이 중 융복합 디지털 스포츠·문화 생태계 구축 TF는 충청본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다수

의 이용자가 몰리는 문화 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다목적 체육·공연 시설을 구축하는 소재가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시험해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에도 성장을 거듭하는 문화예술 분야

로 인증 범위를 넓인 것으로 향후 성장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공간이 대중화될 것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형 실내 골프장의 경우 코로나19에도 사업실적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데 착안해 실내형 복합스포츠 공간, 스포츠와 레저

를 결합한 실내형 종합 테마파크 등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발, 관련 노하우를 선점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청사진은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문화 산업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 KCL의 사회적 기여

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Mini Interview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의 기준을 높이다

충청본부는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통해 사회 기여를 실천하

고 있다. 인조잔디에 대한 품질 기준을 높인 것도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 인

조잔디는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 스포츠에서도 폭넓게 사용하는 시설이지

만 과거에는 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정도를 품질 기준으로 정해 현장이 요구

하는 수준을 따라오지 못했다. 이에 KCL은 그라운드에 대한 충격흡수성, 

수직공반발, 공구름 상태, 회전저항 등 다양한 표준화 기준을 제시했고 각

종 스포츠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적 기준을 높여 이용자가 편

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인증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더 수준 높은 시험 인증도 마

련했다. 인조잔디를 대상으로 한 충격흡수성 및 수직방향 변형 시험, 

Lisport 내구성 시험, 인증·컨설팅 및 유해성 평가 등이다. 인조잔디의 마모

와 변형을 측정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 충청본부는 이런 역

량을 기반으로 기존에 설치된 인조잔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설의 안전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원과 함께 법적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

진해 안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KCL 공양표 충청본부장은 “대전충남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열수송 기자

재 관련 시험평가의 경우 KCL이 도입하기 전에는 스웨덴과 독일 등에 시험

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송비 등을 절감해 인증 비용을 줄이고 빠른 

시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향후에도 건축용 3D 프린팅 내외장재 제조 등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기술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타화수분자(他花受粉者)

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청본부가 엄정한 인증과 치열

한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의 기준을 높여가기를 기대한다.   

 문의 KCL 충청본부(대전충남지원) 042-723-3000

“충청본부는 KCL이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

록 직원들을 국내 전문가이자 글로벌 전문가로 육성하고 있

습니다. 전공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과 더불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참여를 적극 장려해 개개인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정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융합형 인재로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직원

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정기 개최하고 필요 시 

사안별 자체 TF를 구성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직원 개개인의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좋은 조직 문화 속에서 부서별 업무교류 및 신

규업무 창출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리

더가 탄생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역량을 기반으로 충청본부는 업무 분야를 새

롭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스포츠환경센터는 올해 개최될 국

제축구연맹(FIFA)의 인증 시험(Field Test Round Robin)에 

참가해 FIFA 인정기관으로 자격을 취득, 국제 스포츠 협회

로 시험기관 인정 범위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시장

까지 업무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본부에서는 

해외사업팀과 공동으로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

터’ 설립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ODA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KCL의 우수한 건설재료 시험, 인증 인프라를 개도국에 전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청본부는 KCL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퀀텀 점프(Quantum Jump)하도

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증기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다

공양표 본부장

Lisport XL 시험장비

건축용 3D 프린팅 내외장재 시작품

03

04

03 04

부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산업 중 인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들 분야에 

대한 인증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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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바르게 알고 준비하기 

수출 제품 해외규격인증 서비스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해외인증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해외인증이 기업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경우 수출 활동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외인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출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해외인증이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통해 표준과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를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와 같은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보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해외인증이라고 한다. 

무역기술장벽과 적합성 평가 이해하기 

해외인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에 

대해 알아야 한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 상대 국가 간 상

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사용해 발생되는 무역

상의 장애요소를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국들은 WTO TBT 협정을 통해 이러한 

기술장벽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원활한 

무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협정에 의거해 각국은 기술

규정과 적합성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WTO TBT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WTO TBT 통보 건수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이 바로 해외인증이며 수출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은 WTO TBT 통보문을 확인하여 새로운 기술규정 도입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체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외

기술규제 정보시스템(www.knowtbt.kr)’과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TBT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는 두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ISO/IEC) 제품, 프로세스, 사람 또는 조직과 관련하여 명시된 요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과 둘째, (WTO TBT)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가 해당된다. 

적합성평가의 종류에는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가 측정소급성(Metrological traceability)을 확보하도록 보정·보증하는 교정

(Calibration), 제품 등을 시험하여 결과값을 제공하는 시험(Testing), 산출된 결과값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제공하는 검사

(Inspection)와 제3자 기관을 통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인증(Certification)이 있다. 이러한 적합성평가를 통해  

기업은 연구개발, 생산, 유통 등에 있어 제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며 소비자는 구매·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안전한 환경조성,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해외인증이 필요한 주요제품

무역기술장벽(해외인증)이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 공산품과 산업용 

자재 중 안전과 품질로 인해 사용자 위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료기기, 약품, 식품, 화장품, 화학물질은 대부분 인증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제품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대상 제품이기도 하다.

해외인증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

해외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 발굴 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해당국가에 강제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절차나 비용, 소요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강제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이 현지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에 인증으로 인해 ①납품일자 지연, ②과도한  

인증비용 부담, ③인증실패로 인한 계약 취소, 등 커다란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1995년 ~ 2019년 연도별 WTO TBT 통보 건수 추이

출처 :  WTO 무역기술방벽 통보동향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2020. 2)

일반 공산품 산업용 자재 기 타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조명/소켓/플러그

유아·어린이 용품, 완구, 보호안전용품(헬멧)

자전거, 라이터

철강제품, 건설자재, 산업용 안전용구

전선 및 케이블, 안전유리, 가스용기

산업용 전기전자제품

소화기구, 식품용기, 가공식품

타이어, 화학제품, 보일러

수도용 자재 및 기구

해외인증 대상 주요 품목

해외인증 단계별 준비 절차

단계 확인/준비 사항

1 단계 해당 품목의 수입과 관련한 현지 법령 및 규정 확인

2 단계 품목의 HS Code 및 Spec.을 확인하여 인증대상 여부 확인

3 단계 인증에 해당될 경우 “강제인증 or 임의인증” 여부 확인

4 단계 해당 품목과 관련한 세부 기술규정 및 시험·검사 표준 확인

글 김동준 

KCL 해외인증팀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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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사업

수출기업 중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은 수출대상 국가의 법령, 규정 및 제도를 파악하여 해외인증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제품에 대한 해외인증과 해외규격시험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30%~70%)

를 부담해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수출바우처사업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지원

사업 규모 (산업부) ’21년 461억원, 약 1,020개사 내외, (중기부) ’21년 1,063억원, 약 3,125개사 내외

지원내용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기술문서, 현지책임회사비 등 인증 및 규격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별 바우처 비용 내에서 지원)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KOTRA, 중소벤처기업공단, KIAT, 한국무역협회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해외규격인증 분야)

지원대상
각 사업별로 선정된 국내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 

※   대상사업 : 중견 글로벌 지원,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내수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 및 k-bio,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스타트업

신청·지원  

절차

신청기간은 사업별 모집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고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관련 사이트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KCL 서비스

• 주요 서비스 품목 및 인증 분야
- 전기전자제품 : CE, FCC, NRTL
- 기계류 : CE
- 식품용기 : LFGB, GB

- 공산품분야 : GB, CE, SG마크
- 식품접촉물질 : LFGB, FDA
- 유해물질 : RoHS

- 건축자재 : CE, ASTM, UL
- 완구 : CE, CPSIA, CCC
- 화장품 : NMPA, CPNP, FDA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신청·지원  

절차

신청 : 매년 2월,5월,8월(예정) 신청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
선정기업
협약체결

사업수행

중기부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선정위원회 
참여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관련 사이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www.exportcenter.go.kr

KCL 서비스

• 주요 서비스 품목 및 인증 분야
- 전기전자 : CE, FCC, RCM, TUV
- 스포츠바닥재 : ITF, FIFA
- 식품용기 : (US)FDA, (EU)FCM, LFGB

- 의료기기 : CE, FDA
- 건축자재 : CE, ASTM, UL

- 완구 : CE, CCC, CPSIA
-  공산품 : GB, QCVN, EN, SG

국가별 해외인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 

KCL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국가별 인증 및 규격 획득을 위한 해외 시험·인증 컨설팅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시험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국가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FDA ASTM UL Greenguard CPSIA FCC

호주    

AS RCM

유럽          

CE CPNP RoHS (EU)FCM

베트남
   

CR mark VNEEP

독일         

DIN TUV LFGB

인도네시아

SNI

중국
          

CCC GB CQC MPA(구.CFDA)

말레이시아

SIRIM

중동
      

SASO GCC ECAS

인도
   

ISImark CRS

그 외
       

FIFAIMS ITF IAAF IECEE

일본
   

SGmark ST(Toy)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인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수적이다. 이에 KCL은 글로벌 전문인력과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장비 및 세계 시험·검사·인증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KCL 해외인증팀 02-3415-8846, 8729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70%)를 지원 

사업 규모 153억 원(’21년), 약 720개 사 내외 

지원내용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또는 70% 지원(최대 1억 원)

※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 10% 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 70% 지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해외규격인증 분야)

5 단계 인증과 관련한 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리스트 확인

6 단계 인증 진행 시 예상되는 신청자 요건, 비용 및 소요기간 확인

7 단계 현지 바이어와 인증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 기간 및 절차 협의

8 단계 현지 바이어와 계약체결 및 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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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현 표준암실 기반 

도로교통인프라 성능평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도로의 안전,  

교통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주행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CL은 기상재현 표준암실 기반 도로교통인프라 

성능평가 등으로 안전한 미래자동차 자율 주행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다 

교통신호기

도로표시

노면표시
지능형교통

체계

교통안전표지
(지시)

고속
관리시설

(6종)

교통안전표지
(규제)

갈매기 표지

방호
울타리

안개유도
시설

과속방지
시설

표지명

도로
조명도로

안전시설
(12종)

도로안전시설과 교통관리시설 예시

정부는 2030년 미래자동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자동차산업 발전 

전략(’19.10.)’을 발표하고, 완전자율주행차(Level 4)를 2027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와 인프라 

(통신·교통관제·도로 등)를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센서(카메라·라이다·레이더 등) 기반인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센서 대응 인식성능 향상을 위한 

기존 도로교통인프라의 성능 개선 및 도로환경 핸디캡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센서의 인식성능 확보가 가능한 

신규 도로교통인프라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완전자율주행차(Level 4)의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센서  

기반의 도로교통인프라의 인식성능 평가·인증을 위한 시험방법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로교통인프라는 도로법(국토교통부) 및 도로교통법(경찰청)에 의거하여 설치·관리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 

12종과 교통관리시설 6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부 시설명 세부 내용 관련법

도로

안전시설

(12종)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도로법

도로조명시설 연속조명, 국부조명, 터널조명 도로법

차량방호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도로법

기타안전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장애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도로전광표시,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긴급제동시설, 노면요철포장, 

무단횡단금지시설

도로법

교통

관리시설

(6종)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도로교통법

도로표지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 도로법

안전표지, 안내표지, 보조표지 도로교통법

기타관리시설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과적차량 검문소, 지능형교통체계(ITS) 도로법

도로교통인프라가  

왜 중요한가

글 정윤석 

KCL 도로안전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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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행 중 실시간 재귀반사성능 측정 가능

• 6m 전방 지점 재귀반사성능 측정

• ASTM E 1710 규격에 맞는 30m 기하구조

• 비디오 영상과 측정값의 Overaly 가능

•  측정 데이터와 거리정보(DMI)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 가능

• 최대 측정 가능 속도: 90 km/h

• 주간 및 야간 재귀반사성능 측정 가능

• 습윤상태 및 우천시 반사도 측정 가능

• 측정기하: 30m

• 측정면적: 50mm × 200mm

구분

백색(mcd/(㎡·lx)) 황색(mcd/(㎡·lx)) 청색(mcd/(㎡·lx))

일반 차선 우천 시 일반 차선 우천 시 일반 차선 우천 시

준공 시 기준 재도색 기준 성능 기준 준공 시 기준 재도색 기준 성능 기준 준공 시 기준 재도색 기준 성능 기준

경찰청 240 100 100 150 70 70 80 70 40

국토부 250 100 175 175 70 123 - - -

서울시 240 120 70 150 70 40 80 40 20

도로공사 240 10 175 175 90 123 100 70 -

관리주체별 재귀반사성능 기준

표준암실 조감도

표준암실 내부 전경 강우 모사실험 전경

모바일(Mobile) 재귀반사 측정장비 포터블(Portable) 재귀반사 측정장비

국토부(’20. 9)는 비가 오는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인성 부족 구간 등 도로환경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차선 휘도 전수조사를 위하여 모바일 재귀반사 조사장비를 기존 10대에서 24대로  

대폭 확대하였고, 각 도로관리청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교육도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암실을 활용하여 랩(Lab) 기반 재귀반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면, 실도로 기반 재귀반사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 속도로 연속적인 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모바일 측정장비와 현장에서 

직접 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포터블 측정장비가 있다.

특히, 우천 시에 도로에 시공된 노면표시가 수막에 가리어 시인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므로, 우천 시에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인성능 기준이 관리주체별로 제시되어 있다.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산업표준(KS M 6080)에 명시된 젖은 노면 조건은 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물을 

부어서 측정 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나마 표면이 포화상태를 조성한 후 1분 후에 재귀반사도를 측정 

하고, 비가 오는 노면 조건은 평균 20mm/h의 강우 밀도가 5분 이상 내리게 한 다음 강우 중 재귀반사도를  

측정한다.

실도로 기반  

성능평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노면표시유지관리시스템은 

왜 필요한가

도로포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포장관리시스템(Pavement Management System)이 구축되어  

30년간 운영되고 있듯이, 노면표시유지관리시스템(Pavement Marking Management System) 구축을 통한  

노면표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암실 기반 재귀반사 성능평가 인프라와 

실도로 기반 재귀반사 성능평가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KCL이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주체(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면표시 성능평가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KCL 도로안전반 043-718-9015

KCL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강우 표준암실은 길이 35m, 폭 6.5m, 높이 4m의 규모로서, 빛의 산란을 방지할 수 

있는 무광페인트로 마감처리가 되어 도로교통인프라의 시인성능 평가 및 자동차 등화장치의 시험·평가가  

가능하다.

노면표시(차선 등)는 주·야간과 기상조건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시인성능 기

준은 차량의 전조등에 반사되는 재귀반사도를 주로 활용한다. 표준 측정 조건(KS M 6080)은 광원인 전조등의 

높이가 0.65m이고, 수광부인 운전자의 눈높이가 1.2m인 상태에서 30m의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인공강우 표준암실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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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재활용도가 낮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 향후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KCL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를 진행해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

며, 그중 약 6억 톤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전 세계 플라스틱 현황

소각이나 매립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며, 범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따라 생분해성 고분자소재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EU에서는 

플라스틱 면봉, 빨대, 풍선막대, 그릇, 식기, 음료 막대, 병, 물티슈, 봉지, 포장지 등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021년부터 발효하여, 2025년까지 전체 유통되는 플라스틱 음료수병 중 90% 

이상을 분리수거하여 재사용도록 하였다. 

중국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환경오염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 관련 금지 세분화 기준’을 확립하여 비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를 추진

편리하고 깨끗한 세상을 열어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평가

출처: 2019. 02. 과학동아

하고 있다. TUV, BPI, OWS 등 해외 시험평가기관에서는 토양의 경우 마당에 묻어도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과 별도 수

거를 통해 산업적 혐기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제품으로 구분하여 시험평가를 하고 있으며, 수계, 해양 등 다양한 환

경에서의 생분해도 인증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토양 vs. 산업적 혐기시설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분해도 인증마크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화이트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플라스틱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였

다. 화이트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이 화학 산업에 접목되어 바이오화학 산업이라고도 불리며, 바이오플라스틱은 일

정량 이상의(일반적으로 25%)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는 일정 조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말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하여 발생방지→재활용→폐기의 전략으로 정책을 수립했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의 기반 조성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수요 창출을 위해 플라스틱 대체물질 실증사업, 정부·공공기관 의무구매, 공공인증

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의 용어의 정의

구분 용어의 정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특정 환경(토양, 물, 퇴비, 해양 등) 조건에서 일정기간 내에 생분해 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Biodegradable Plasitcs)

산업적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산업적 퇴비화 시설 또는 혐기소화 시설에서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Industrially Compostable Plastiscs)

상온조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가정 뒷마당 등 일반 상온조건에서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Home Compostable Plastics)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석유계가 아닌 생물계 자원인 탄소중립 원료가 포함되어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한 생분해 또는 비분해성 플라스틱(Bio-based Plastics)

이처럼 세계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토양에서

만 생분해되는 제품으로, 사용처(폐기환경)를 고려한 제품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EL724 기준으로 일반 

토양에서의 생분해도에 대한 시험평가만 진행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은 폐기 후 육상에서 해상으로 흘러 

들어가 해양환경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으로 토양뿐만 아니라 수계 및 해양환경에서의 생분해도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KCL에서 시행 중인 생분해 관련 시험평가 서비스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EL724) 생분해도 시험 및 간

이 생분해도 시험, ISO 14855-1에 따른 산업적 생분해도 시험,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재질 분석, 유해 물질 분석, 기능

적‧물리적 특성 분석 서비스 등이다. 

글 김대훈 

KCL 인천경기지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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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 TECH 글 김대훈 KCL 인천경기지원 책임연구원+ HOT PICK ②

83억t
▶ 생산된 플라스틱

25억t
▶ 사용 중인 플라스틱

8억t

49억t
▶ 방치되는 플라스틱

▶ 소각되는 플라스틱

6억t
▶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자료 : TUV 홈페이지



환경표지인증(EL724) 및 ISO 14855-1에 따른 산업적 생분해도 시험

구분 생분해도 규격 및 시험 설명

토양 생분해도 시험
EL724, ISO14855-1에 따른 산업적 퇴비화가 가능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에 대해 고온 퇴비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측정하여 생분해도 평가

샘플 전처리(동결분쇄)
생분해성 수지와 퇴비를 

섞는 과정
생분해도 시험 장면 생분해도 시험기

간이 생분해도시험(환경표지인증 EL724 부속서A)*

구분 생분해도 규격 및 시험 설명

간이 생분해도

테스트

TGA(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이용한 유기성 수지와 잔유물 비교 평가

용출법(Extraction Method)에 따른 지방족 폴리에스터의 함량 분석

 FTIR 분광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를 이용한 생분해성 수지 레퍼런스와 

생분해성 수지가 적용된 제품의 분광학적 비교 분석

 NMR(Nuclear Magnectic Resonance Spectrometer)을 이용한 생분해성 수지 레퍼런스와 생분해성 

수지가 적용된 제품의 분광학적 비교 분석

*성형 제품이 최초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생분해성 재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FT-IR 분광학적 분석 지방족 폴리에스터 용출

현재 국내에서는 58℃ 분해 조건에서의 생분해도 인증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제품

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KCL은 다양한 폐기 환경(토양, 수계, 해양)에서의 생분해도 평가 장비 및 시설

을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는 ISO 14855-1, EL724에 따른 고온(58℃) 토양 생분해

도 평가, ISO 17556에 따른 상온(25℃) 토양 생분해도 평가, ISO 14852에 따른 수계 생분해도 평가,  ASTM D 6691에 

따른 해양 생분해도 평가, ISO 19679(해양 갯벌 슬러지) 및 ISO 18830(해양 저서지역 슬러지) 활용 부유하지 않는 플라

스틱의 생분해도 평가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분해도 검증 평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는 토양과 해양 생분해도 시험평가 후 발생되는 분해 물질에 독성이 있는지 시험하는 토양생태

독성평가 서비스 및 해양생태독성평가 서비스도 실시한다. 토양생태독성평가는 토양 생분해성(퇴비화) 플라스틱의 생

분해 완료단계 시료에 대해 국제표준시험법에 근거한 토양 생태독성평가로 외떡잎(보리, 밀 등) 또는 쌍떡잎식물(무, 녹

두, 겨자 등)과 지렁이(생물) 급성·만성독성평가를 국제표준(EN17033)에 따라 토양 생태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구분 생분해도 규격 및 시험 설명 비고

토양 

생태독성평가

EN17033, 씨앗 발아 및 식물생장 생태독성평가(식물)

- 외떡잎 또는 쌍떡잎식물 활용 레퍼런스 대비 씨앗발아율 및 생장률(높이, 중량) 평가 

22년 상반기

시설구축

예정

EN17033, 지렁이 급성 및 만성 생태독성평가(동물)

- 지렁이 활용 레퍼런스 대비 지렁이 생존율 및 번식 개체수 평가

해양 

생태독성평가

ISO 11348-3, 해양 발광박테리아 생태독성평가(분해자)

- Vibrio fischeri 대상으로 30분 발광저해율 측정 평가

ISO 102253, 해양 미세조류 생태독성평가(생산자)

- Skeletonema costatum 대상으로 72시간 생장률 및 EC50값 측정평가

ISO 14669, 해양 요각류 생태독성평가(소비자)

-  Tigriopus japonicus 또는 Acartia tonsa 대상으로 24h 또는 48h 생존률 및 EC50값 

측정 평가

국제 표준화 동향 (개발 중인 ISO 표준) 구분

1

표준

제목

ISO / WD 5412
Biodegradable Plastic Shopping Bags for Composting 

신규 제안

(’20년 8월)

주요

내용

 퇴비화 가능한 생분해성 쇼핑백의 제품 표준으로 포장용으로만사용되며 롤백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연환경 또는 

퇴비화 조건에서 생분해)

2

표준

제목

ISO / WD 5424
Compostable Drinking Straws

신규 제안

(’20년 8월)

주요

내용

퇴비화 가능한 생분해성 빨대 제품 표준으로, 생분해성 빨대는 재활용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토양, 

수계, 해양)에서 생분해되어야 함

3

표준

제목

ISO / WD 5425
Specifications for use of Poly (Lactic Acid) in Specific 3D Printing Applications

신규 제안

(’20년 6월)

주요

내용

· 3D 프린팅용 생분해성 수지(PLA)의 요구사항 및 테스트 방법

· 3D프린팅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이면서 생체적합성인 소재를 요구하고 있음

4

표준

제목

ISO / WD 5430
Plastics — Marine ecotoxicity testing scheme for biodegradable plastic materials  

— Test methods and requirements

신규 제안

(’20년 8월)

주요

내용

해양에서 폐기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료 및 부산물로 인한 독성학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 규격으로 

해양 미생물과 조류에 대한 생태독성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류 및 무척추 동물 등에 대한 생태독성은 

고려 대상이 아님

5

표준

제목

ISO / DIS 23517
Plastics — Biodegradable mulch films for use in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garding biodegradation, ecotoxicity and control of constituents

신규 제안

(’18 8월)

주요

내용
퇴비화 가능한 농업용 멀칭 필름 제품 표준

해양생태독성평가는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분해 완료단계 시료에 대해 국제표준시험법에 근거한 해양 생태독

성평가로 먹이사슬 3가지 단계에 해당하는 해양 생물종인 발광박테리아(ISO 11348-3), 미세조류(ISO 10253), 요각류

(ISO 14669)를 이용하여 해양생태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ISO에서 국제 표준화되고 있는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규격 대응을 통해 국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문의 KCL 인천경기지원 032-46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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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KCL은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  

승인제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원료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천연·유기

농 화장품 원료승인제를 도입했다. 2019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에서

는 완제화장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주었던 것을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토록 확대한 것이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할 경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

정(식약처 고시 제2019-6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천연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2의2」에 의거, 중량을 기준으로 천연 함량(물 비율 + 천연 원

료 비율 + 천연유래 원료 비율)이 전체 제품의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3」

에 의거, 중량을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유기농 원료 및 유기농 유래 원료에서 유기농 부분에 

해당하는 함량)이 전체 제품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 제품 인증을 신청하면 확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인증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다. 

보다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을 책임지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승인 원료는 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천연 원료, 유기농 원료, 미네랄 원

료 및 허용 가능한 원료[별표 3, 4]를 사용할 수 있다.

원료제조에 사용되는 제조공정으로는 해당 규정의 [별표 5]에서 정한 추출과 같은 물리적 

공정 또는 자연발효와 같은 화학적·생물학적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승인 절차인 문서심사는 예를 들어 신청한 국내원료가 유기농 원물을 

사용한 것이라면 구비서류로 유기농수산물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한 원료에 대한 배합비에 대한 정보로 포뮬러 시트(Formula sheet) 등이 필요하다. 

제출한 원료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허용된 원료인

지와 공정에 대해 문서 심사하고, 최종 공장심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이렇게 승인받은 원료 목록은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및 화

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천연·유기농 원료에 

대한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란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는 KCL 등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3곳에서 민간자율 

승인으로 운영되며,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등이 원료에 대한 천연·유기농 승인신청을 하면 

문서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을 확인받아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승인기간은 3년이다.

글 이형욱 

KCL 품질인증팀 책임연구원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

국내 1호 기업으로 세바바이오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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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ㆍ유기농 화장품 원료 승인제도 신청 절차

신청인

심사 준비(신청인)

문서심사

(신청인)

현장심사

(신청인)

결과

(신청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승인업무 전담부서 
신청서류 제출

보완서류 요구

문서심사수수료 납부

추가요청자료

불합격 통보

불합격 통보

일정협의 및 현장심사

수수료 납부 

승인 계약 체결 및 

승인서 발급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

현장심사 실시

자료 취합 및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위원회 심의 

인증심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문서심사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승인/

반려

KCL, 국내 1호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 기업 선정 

KCL은 2019년 11월 식약처로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그동안 해외

인증에 의존해 온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지난 1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로 확대 운영된 이래 3월에 국내 1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 기업으로 ㈜세바바이오텍을 선정하였다.

이제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을 통해 값비싼 해외 원료 대신 인증받은 우리 유기농

산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

대된다.  

 문의 KCL 품질인증팀 02-3415-8878

2011년까지 900여 개였던 화장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2016년에는 

2,000여 개로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화장품 소

재산업이 성장하며 타 기업과는 다른 차별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저희 (주)세바바이오텍은 공정무역을 통해 수입

한 원료에서 추출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소재 개발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 차별화된 ‘유기농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추출물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인증받은 원물이 아닌 국내 유기농

산물을 이용 ‘식약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

였으며 더 나아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하여 피부에서 추출한 유산균

으로 유기농산물을 발효한 유기농 발효 추출물을 활용함으로써 타 유기농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세바바이오텍은 원료뿐만 아니라 화장품 OEM/ ODM 제조 전문 회사로 

페어트레이드 유기농 제품 6종을 제조하였고, 올해 6종 전 품목을 KCL을 통

해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품성을 인정받아 유기농 추출물에 대한 구입문의가 있었으나 식약

처 기준에 맞게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된 인증서가 없기에 판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KCL에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 승인제도를 통해 발효 녹차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등 9종의 유기농 원료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하여 인증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

료를 활용한 화장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접목해 

인증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선보일 것”

국내 1호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 기업

㈜세바바이오텍 임혜원 대표

Mini Interview

52 53



건설기술인들은 품질관리교육 대상자로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KCL은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온라인교육기관로서 품질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해 보다 편리하게 최고의 강의를 만나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고의 온라인 전문교육 커리큘럼을 갖추다 

KCL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온라인교육

KCL은 국내 유일의 건설환경분야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 품질관

리 온라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업자, 주택건설 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근무하는 품질관리자(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종류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동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KCL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품질안전 및 확보 등 업

무적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교육을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이에 건설기술인의 각 등급에 맞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분야 교과목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고급·특급과정을 승인받아 교육 중이며, 2021년 3월 내에 초급·중급교육 과정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초급·중급교육 과정은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해당되는 품질시험기준 및 관련법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총 22개 교육 커리

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수업 품질경영의 이해

2차 수업 현장개선을 위한 문제해결과정

3차 수업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 수법

4차 수업 품질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절차 실무

5차 수업 건설 품질관리 이슈와 사례분석

6차 수업 현장품질시험실 설치와 시험 장비의 구성

7차 수업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해설

8차 수업 건설기술진흥법 품질관리 이해

9차 수업 콘크리트 제조·시공 품질관리

10차 수업 아스팔트 혼합물

11차 수업 비파괴검사 개론

12차 수업 성토다짐공사 품질관리 실무

13차 수업 PHC 말뚝공사 품질관리 실무

14차 수업 가설 흙막이 신기술, 신공법 품질관리

15차 수업 부대토목공사 실무

16차 수업 조경 식재 및 시설물공사 실무

17차 수업 준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18차 수업 해양 심층혼합 처리공사 품질관리 실무

19차 수업 항만 상부시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20차 수업 암 판정 시행지침 및 방법

21차 수업 건축자재 라돈 평가동향 및 시험 방법

22차 수업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

고급·특급교육 과정은 건설기술인 교육 최초로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인 KCL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시험 

장비 및 건설현장에 실제 품질관리하고 있는 중요 건설자재 분야를 대상으로 총 23개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특히,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화재안전(방화문, 단열재)성능시험, 건축물 에너지 성

능평가, 목재분야(합판)시험, 친환경시험(대형 가구)등에 대해 KCL 시험 담당자들이 직접 강의 참여 및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므로 품질관리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수업 목재분야 시험 이해 19차 수업 도심지 지반함몰 원인 및 중점 품질관리

2차 수업 방화문의 품질관리 20차 수업 방사선투과 검사

3차 수업 방수 재료의 품질관리 21차 수업 초음파투과검사

4차 수업 건축부재(창호문 등) 에너지 성능평가 22차 수업 자분탐상검사

5차 수업 건물용 유리의 종류 및 품질시험 방법 23차 수업 액체침투탐상검사

6차 수업 커튼월 및 창호 목업 시험 24차 수업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물 정책 및 제도

7차 수업 건축 비구조 요소 내진성능 평가 방법 25차 수업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차 수업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26차 수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 산업

9차 수업 노면표지용 도료 반사성능 품질관리 27차 수업 건설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

10차 수업 방범안전(건축 및 CCTV) 기술 28차 수업 직업윤리의 이해

11차 수업 타일시험 방법 및 품질 기준 29차 수업 콘크리트 원재료의 품질관리(1)

12차 수업 포틀랜드 시멘트 품질시험 30차 수업 콘크리트 원재료의 품질관리(2)

13차 수업 대형챔버 시험 31차 수업 콘크리트 제조 품질관리(1)

14차 수업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32차 수업 콘크리트 제조 품질관리(2)

15차 수업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33차 수업 콘크리트 시공 품질관리

16차 수업 말뚝재하 시험 34차 수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특성, 시험 방법 및 배합 설계 이해

17차 수업 연약지반 개량공사 품질관리 실무 35차 수업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 설계 방법 및 실습 예시

또한 KCL은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건설기술용역업(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기관지정을 받아 현재 품질시험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집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존 집체 교육 시 자체 교육

장 보유와 시험·실습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집체 교육과 실습 및 견학 등이 가능하다. 

건설 분야의 기본이 되는 콘크리트재료, 토질·시멘트, 바닥층간소음, 커튼월, 방화문 등 연구원을 통한 시험 장

비 등에 대한 실습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인이 시험 의뢰만 하던 시험 장비 등을 직접 

견학 및 실습을 통한 교육효과가 뛰어나다.

KCL의 건설기술인 품질관리교육의 장점은 타 교육기관에서 보유하지 못한 시험 장비, 시험 실습, 견학 맞춤 프

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건설 분야의 품질관리 종사자들의 불량 자재 근절 및 품질 확보 등 현장성 제고

를 위한 교육 과목을 편성할 계획이다. 

 문의 KCL 건설사업지원팀 02-3415-8757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www.kcledu.re.kr)

단계적 교육 위한 

등급별 커리큘럼을 갖추다 

고급·특급교육 과정 

커리큘럼

초급·중급교육 과정 

커리큘럼

교육 종류 교육시간 내용

최초 교육

통합 기본 교육* 35시간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본 교육은 설계·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 관리 구분 없이 

1회만 이수전문 교육 35시간

승급 교육 전문 교육 35시간

품질관리 등급*을 승급 하려는 경우

① 초급 35점~55점 미만 ② 중급 55점~65점 미만

③ 고급 65점~75점 미만 ④ 특급 75점 이상

* 승급 가능한 품질관리 등급을 협회 확인 후 교육 신청

계속 교육 전문 교육 35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3년이 도래한 경우

글 정철후 

KCL 건설사업지원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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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제로! 친환경부표시험  

매년 7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에 바다 오염! 

우리나라 연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55%는 스티로폼 부표!

전국 양식장 부표 중 4,100만개(75%)가 
스티로폼 부표 

*2019년 기준

해양수산부,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목표! 

친환경 부표로는 EPE(발포폴리에틸렌 소재 

부표), EPP(발포폴리프로필렌 소재 부표), 

사출형(고강도 합성수지 속이 빈 부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부표 시험은 

내충격성시험, 촉진내후성시험, 열피로도 

시험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KCL은 대부도에 실제 해양환경에 시료를 

노출시킬 수 있는 해양환경폭로시험장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일, 

KCL이 함께 합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이 

힘쓰고 계시군요!

오~~ 역시 
KCL~~인정!!

수직 200cm 높이에서 추를 낙하시켜 부표 표면의  

균열, 파손, 찢김 등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기존 티로폼 부표의 경우 부표가 

파손되면서 스티로폼 쓰레기가 발생하는 반면,  

친환경 부표에서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다 환경에서 고분자 소재의 

부표가 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촉진내후성 시험기 내에 부표를 

설치해 두고 빠르게 노후화시켜 봅니다. 

2,000시간, 약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온도 문제로 인한 피복 손상 발생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60도에서 10시간, –20도에서 

10시간을 1 cycle로 하여 15 cycle을  

테스트합니다. 친환경부표의 경우는  

파손, 녹아내림 등이 없습니다. 

평균수심 5m 이상 실제 해수가 

있는 장소에서 규정된 로프를 

사용하여 친환경부표를 바닥에 

고정한 후, 2개월 동안 침수와 

건조를 반복했을 때 수압을 받은 

부표에 균열, 파손, 찢김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초기부력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충격성 시험 

촉진내후성 시험

열피로도 시험

해양환경폭로 시험 

KCL 해양환경폭로 시험장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진행 중! 

2022년까지 친환경부표로 50% 교체, 
2025년까지는 100% 교체

정말 다행이에요! 

KCL이 정말 중요한 
인증을 하고 있군요! 

심각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로 병든 바다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KCL은 친환경부표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친환경부표 시험과 인증의 99% 이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부표 시험은 내충격성 시험, 촉진내후성 시험, 열피로도 시험, 해양환경폭로 시험, 환경유해성 시험 등 

12개의 시험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에서 1인 당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동물실험에서 100nm(나노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는 간, 

심장,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하나를 

매주 먹는다고??

미세플라스틱 문제 

성인 매주 먹는 미세플라스틱 5g! 뇌·간·심장 침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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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은 지난 3월 12일, KCL 서초동 사옥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

공단과 물기업 기술지원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물기업 기술향상 지원 프로그램 공

동기획 및 수행, 물기업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관련 기술컨설팅 등의 

상호협력,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기획 및 수행, 물기업 

관련 연구개발(R&D) 공동기획 및 수행, 국내외 물산업 시험·인증 분

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협력 등에 합의했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은 물산업 클러

스터 운영을 통해 물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물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시험·인증 분야에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KCL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물산업 발전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L 윤갑석 원장은 “환경 분야는 KCL 핵심사업의 한 축이며, 

앞으로 물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전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

한다”고 화답했다.

KCL은 지난 2월 26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 국내 1호 기

업으로 ㈜세바바이오텍을 선정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

제는 2021년 1월 29일부터 식약처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66호)」에 따라 천연·유기

농 화장품 인증기관* 3곳에서 민간자율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

장품 원료 제조업체 등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

을 하면 문서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을 확인받아 

승인서가 발급되며,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국내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세바바이오텍은 발효 녹차추출물, 홍삼

추출물, 어성초추출물 등 총 9종의 유기농 원료에 대해 승인을 받았

다. ㈜세바바이오텍의 임혜원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

하여 인증 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CL 윤갑석 원장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

승인을 통해 값비싼 해외 원료대신 인증 받은 우리 유기농산물로 만

든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p.50~53)

KCL은 지난 2월 2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천안교육지원청

과 ‘친환경 디자인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하 BIPV) 학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

무협약은 전력난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학생들에

게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녹색에너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진

행했다.

KCL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학교 건물일체형 

태양광 제품 및 융합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성환초등학교에 20㎾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기증하고 향후 5년간 유

지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환초등학교는 이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시설투자비 약 1억 원, 연간 20%(약 400만 원) 수준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L과 SK스토아는 지난 3월 5일, 비대면으로 친환경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에 상품판

매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업무 협약을 친

환경 서비스까지 넓힌 것으로 양 기관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 품질 향상과 포장재 감량 

및 과대포장 방지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SK스토아는 협력사에 ‘환경성 포장점검 서비스’

를 무료로 지원하고 친환경 포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협

력사가 ‘과대 포장 여부, PVC 등 사용금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과 

관련해 KCL에 의뢰하면 환경부 기준을 토대로 포장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SK스토아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과 물기업 기술지원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SK스토아와 친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태양광발전설비 무상기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승인제 국내 1호 기업으로 

‘(주)세바바이오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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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GMP 심사원 2명, 

RA 1급 취득! 

ISSUE ①  

ESG 경영,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

ISSUE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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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윤갑석 원장이 지난 2월 9일, 충청북도 투자유치 특별자문관과 

명예도민으로 위촉됐다. 윤갑석 원장은 2018년 7월에 제4대 KCL 원

장으로 취임해 2020년 5월, 충북도 내에 에너지 및 환경 융복합 신

제품에 대한 종합시험인증 솔루션 제공하기 위해 충북 진천·음성에 

약 500억 규모의 투자를 통해 5개 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했다. 또

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 인증 의

뢰 및 기술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1,400개 업체에 연간 

1만 3,000건의 시험, 인증, 컨설팅 의뢰를 수행하고 있다. 

KCL은 2015년부터 도내에 종합건축환경시험장(오창 소재) 등을 건

립하는 등 약 650억을 투자했고 2025년까지 약 500억 규모의 건물

에너지효율실증 등 기반시설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계획이 실현

되면 사업장의 정주직원이 5개 사업장 120명에서 10개 사업장 200

명으로 증가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CL과 ㈜신성건설은 지난 2월 2일, 전북 전주시 신성건설 본사에서 

건설자재 품질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신성건설은 2020년도 전북 시공능력평가 2위인 종합건설업체

다. 1979년 창립 후 ㈜만훈, ㈜발해, ㈜해동씨앤에이 등을 계열사로 

뒀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민정 호남본부장, 이동규 ㈜신성건설 대표이사, 

정철후 건설사업지원팀장 등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토목 분야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 협력 

및 정보 교류, 건설자재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개발, 

국내 건설 사업장 품질시험·검사 및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해 나갈 예정이다.

윤갑석 원장, 충북 투자유치 자문관·명예도민으로 위촉

㈜신성건설과 건설자재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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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직원들이 RA 1급 자격증을 획득해 의료기기 관련 

인증과 허가 등 전반적인 지식과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국내 보유자가 13명뿐인데다가 4개 GMP 심사기관 

중에서는 최초라 향후 기관의 의료기기 관련 업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인증센터

신상호 심사원

의료기기 규제 업무의 문을 열다

KCL 바이오본부 의료인증센터 신상호 심사원과 박영철 전문위

원이 의료기기 규제과학(Regulatory Affairs, 이하 RA) 전문가 1

급 자격을 취득했다. RA 1급은 2019년 기준 국내 13명만이 보유

한 자격증으로 국내 4개 GMP 심사기관 중에서는 처음 취득한 

것이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

전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

춘 전문 인력을 말한다.

 2014년부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자격

제도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2급 자격 전문가는 

국내 1,9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의료기기는 규제산업이기 때문

에 판매국가의 법적 규제기준 및 각국 인허가 동향을 파악하여 

제품 설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하는 규제전문가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1급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들이 KCL 의료기

기 관련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KCL 의료인증센터 02-3415-8762, 8765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성을 인정받다

KCL GMP 심사원 2명
RA 1급 취득! 

의료인증센터

박영철 전문위원

RA자격증을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RA자격증 취득을 통해 의료기기 최신규정에 민첩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식약처와 발전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

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RA자격증을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오랜 시간과 무수한 노력의 결과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라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취득만하면 대기업에서 모셔간다는 말이 있

을 정도로 희소하고 어려운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부서의 박영철 전문위원님과 같이 취득하게 되어 저희 KCL의 위

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RA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최근 의료기기 규제과학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가 커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전문성과 경험,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 수요

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허가, 임상,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의료기기 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검증하

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끼셨던 점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세요.

RA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규제뿐만 아니라 해

외 규제까지 폭넓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의료기

기 정책 추세가 상호간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RA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규제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본

부 의료인증반에서는 의료기기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과 의료기

기의 적합성에 대해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과학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상담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취득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끼셨던 점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세요.

2차 시험의 경우 주관식으로 문제를 약술하거나 논술해야 하는

데 학습범위가 넓고, 커트라인도 80점 이상이여서 그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

하고, 또 이동 중에 책을 읽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현재 업무

에 대한 전문성도 얻고, 자격증도 취득했으니 의미 있고 보람 있

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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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업이 투자자만 의식해서 ESG를 챙겨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기업만 추구할 수 있는 기업가치도 아니다. “ESG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 지표가 아니라 새 기회를 창출할 성장동력”이란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말을 듣고 보면 중소기업에도 

ESG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ESG에 대한 관심이  

곧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총괄사장은 “ESG에 대한 국내 경영자 의식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후 환경 리스크, 인권, 안전 등 환경 성과와 사회가치를  

제품, 서비스에 담으면서 주요 지표를 관리하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이런 가치에 대해 아직 인식이나 

대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글로벌 ESG 확산 추세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

로벌 경영을 위한 ESG 중 환경 분야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국내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선진국 10점을 기준 

으로 대기업이 7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여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이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단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환경에 이율배반적이며 약탈적이란 결론에 이르렀다. 

단순히 개별 기업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ESG를 소홀히 다뤘다가는 

어느 순간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질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ESG 투자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2006년 UN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PRI(책임투자원칙)가 있다. 

이 준칙이 ESG에 기반한 투자의 시발점이 됐다. 여기에 따라 실제 투자자 

움직임이 달라졌다. ‘큰손’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과 영국성공회펀드 등이 

돈을 맡긴 미국 행동주의 투자사 엔진넘버원은 지난해 12월 엑슨모빌 이

사회를 향해 “전체 이사진 10명 중 풍력기업 출신 CEO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총 4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라”라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엔진넘버원은 “수십 년 안에 망해버릴지 모르는 기업의  

사업 방향을 바꾸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은 2년 전 스튜 

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이후 사회 책임  

투자를 늘렸다. 더불어 2022년까지 ESG 투자를 전체 기금 자산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경선 HGI 의장은 “‘ESG = 돈’이라는 공식은 이제 일상화됐다고 볼 수 

있다. ESG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지 않을 경우 정부 규제나 고객들의  

외면, 투자자 회피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SG 경영,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다 글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

전문가들은 실천이 매우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ESG 

경영 확산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산업에 타격이 큰 반면, 

반도체·이차전지, 친환경 산업 등에서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

되기도 했다. 풀무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음식, 

택배 이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풀무원이 추진한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3R 원칙’은 큰 호응을 얻었다. 풀무원샘물 생수병과 아임리얼쥬

스, 드레싱 소스 등 페트병을 활용하는 제품 겉면에 ‘수분리 라벨’을 붙

여 재활용이 쉽도록 했는가 하면 국산 연두부, 나또 제품 용기에 탄산

칼슘을 혼합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이상 줄였다. 그 결과 지

난해 다우존스 지속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식품산업 부문 116개 글

로벌 기업 중 6위에 올랐다. 포장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면 

적극 도입해볼 만하다.

금융권의 ESG 동향도 참고해야 한다. KB금융은 중소기업 대출 

심사에 ESG 등 비재무 정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여신기본강령이나 모범규준에 따라 사회공익에 반하는 불

건전 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투자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방침이

다. 하나금융도 여신업무 내부 기준에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업체에는 간접적으로 여신을 제한해 온실가스 저감 등의 친환경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사, 중소기업은 이

런 흐름에 면밀히 대응, 적극적인 경영 개선을 해야 할 때다. 

한편,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환경(E)의 

중요성이 큰 반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노동)(S)과 지배구

조(G)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기업은 안팎으로 부담이 커

질 수 있다. ESG 대응에 있어 국내외를 나눌 필요가 없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투명한 평가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 

CEO(최고경영자)가 지난해 초 주요 기업 CEO에게 보낸 서한에 

담긴 한 대목이다. 골자는 ESG 성과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블랙록은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리는, ‘월가의 제왕’으로 대접 

받는다. 이런 회사 CEO가 낸 목소리는 무게감이 묵직할 수밖에 

없다. 블랙록으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은 앞으로 경영실적 외 ESG 

관련 수치도 꼼꼼히 챙겨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블랙록은 실제 석탄을 사용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 채권과 주식을 즉각 처분했다. 몇 해 전 미국 내 고교 

총기사고 이후 총기제조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막연하게 ESG가 현실 속으로 훅 들어온 상징적 사례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이전까지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사회공헌을 했느냐 여부를 두고 기업 가치를  

매겨왔다면 이제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 

세계는 지금, ESG 혁신 중

ESG 앞에 기업 규모는 중요치 않아 실천이 어려울까?

“투자를 결정할 때 ESG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각 기업은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성과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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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 디데이(D-Day)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

회의 문턱을 넘어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설익은 상태다.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올 하반기 하위법령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게 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에 따라 적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들이 전과

자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 확대보다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매몰된 가운데 대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을 서둘러 확보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속속 갖추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

적인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잇단 발의…우여곡절 끝에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은미 의원 

(정의당)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법률을 발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던졌고, 이후 11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합류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해 12월,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과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이들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을 제안했고, 올 1월 열린 국회에서 대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월 19일 국회의를 통해 공포안 의결을 거쳐 1월 

26일 공포되면서 1년이 지난 내년 1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

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정의 불을 지폈다.

사업주, 법인,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해 근로

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나 법

인, 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

담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으로 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관계부처 협의, 5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의범에 적용하는 하한형…처벌에 매몰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쟁점은 지나친 처벌 수준이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을 포함한 사업주나 경영책

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산안법상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처벌이다. 

심지어 징역의 하한형은 형법에서도 고의범에게 주로 적용하는데,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하한형을 적용하는 건 유례없는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도 논란거리다.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보유 현장 수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해외 현장

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세부조치들을 일일이 확인·관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범위와 수준은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하위법령에 위임했는데, 구체적

인 내용은 올 하반기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규정이 관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게 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산업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과 처벌 여부·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들이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그런데 산업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사업주·경영책임자에 과도한 수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될  

경우 산업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와 수준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무를 규정한다면 중소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들은 잠재적인 전과자 

신세가 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를 기존 산안법과 보조를 

맞추면서 실제 이행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자!

중대재해처벌법
글 박경남  

e대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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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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 & CULTURE
KCL이 만난 사람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배우 이순재 

트렌드 이슈   
내가 원하는 진정한 나를 만나다
MBTI 테스트 

신박한 상식 사전

환경을 부탁해!
잘 쓰고 잘 버리는 법 

 내 몸 처방전 

 가면 뒤에 숨은 당신, 괜찮은가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KS인증 업무 안내

 
 QUIZ & KC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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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는 게 시간이라지만 누구나 깊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50주년을 맞은 KCL의 시간만큼 한 

곳으로 파고들어 자신만의 길을 만든 배우 이순재. 배우로 

스승으로 사람들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예술가로 그는 오늘

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연극 <장수상회> 공연 중

인 배우 이순재 님을 만났다. 

연극 <장수상회> 공연중이십니다. <장수상회>는 영화로

도 발표되었는데 연극과 영화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연극이 영화보다 조금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

됐어요. 제가 맡은 역이 김성칠이라는 치매 걸린 평범한 

가장이에요. 영화에서는 재미를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많

이 넣었는데 연극은 김성칠과 치매 가족을 돌보는 가족

들의 이야기가 더 담담하게 그려져요. 부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주 돋보이죠. 

올해 <장수상회>가 무대에 오른 지 5년 되는 해라고요. 

지금까지 국내 60여개 도시에서 10만 이상 관객이 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무대에도 올랐는데 <장수상회>

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치병 걸린 주인공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연극을 

하면서 결국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부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서로 노력하고 보듬는 

대상은 부모도 자식도 아닌 부부인 거죠. 꼭 부부가 아

니라도 이 연극을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위기에 처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는 과연 누군가

에게 그런 존재인가? 늙고 병들면 돈과 명예가 무슨 소

용이에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 메시지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장수상회>의 김성칠과 달리 선생님은 몸도 마음도 무척 

건강하신데, 비결이 있으신가요? 

계속 일을 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우리 직업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건

강을 위해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바쁘게 일하면서 스스로 

단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 나이 먹으면 암기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선생님만

큼은 예외인가 봅니다.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것도 있지만 대사 외는 데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이라는 게 꼼수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효율에 대한 이야기에요. 연극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다 

같아요. 잘 외우려면 작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

야 해요. 주제가 뭐냐, 어떤 주장을 하느냐 등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면을 이해하면 대사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꼼

꼼하게 이해하고 분석해 놓으면 막혀도 애드리브가 가

능합니다. 가급적 작가와 약속한 대로 대사를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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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만 글자대로만 외우면 대사가 살아 움직이지 못해

요. 진짜 내가 그 역할 안으로 들어가야죠. 어떤 작품이

든 스토리는 간단해요. 중요한 건 작가가 함축해 놓은 

의미를 배우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죠. 

연극, 영화, 드라마 연기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

고 계십니다. 현장성을 강조하는 연극은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연습의 강도도 만만치 않은데요. 계속해서 연극

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주 대단한 배우이자 감독인 올리비아 로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고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며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라고. 막이 올라가면 작

가, 연출 누구도 틈입할 수 없는 게 연극입니다. 또 연극

의 연기는 같은 역할도 맡는 사람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장수상회>의 김성칠 역도 

이번에 저와 백일섭 씨가 더블 캐스팅인데 둘의 김성칠

이 다를 거란 말이죠. 배우에게 연극 무대는 내가 해석

한 인물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매력적인 현장이에

요. 관객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

고요.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셨고 그 중에는 시트콤 등 예상치 

못한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시트콤도 연기를 해야 하는 드라마죠. 시추에이션 코미

디는 무성영화시대부터 있었던 코미디 장르에요. 설정 

자체가 희극인 거지 극이 아니진 않거든요. 시트콤 할 

때 작가와 연출에게 말했어요. 페이소스가 있어야 한다, 

희극의 본질은 풍자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있을 법한 

상황에서의 웃음과 코끝이 시큰해지는 감동이 함께 있

어야 한다고요. 결국 이 또한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거

죠. 야동순재도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자식이 

매일 주식을 한다는데 그게 뭔가 확인하다 그렇게 된 거

잖아요. 모든 건 다 같은 연기에요. 극의 내용이 진실하

게 잘 짜여 있으면 그 안에서 못할 게 없죠.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중이시죠. 1998년 세종대학

교를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연기 워크샵 지도를 하신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

조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말한 것처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

고 하죠. 11월에 연극 <리어왕> 투어를 하는데 나는 지

금부터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요. 같은 작품이라도 번

역마다 뉘앙스나 쓰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출판된 번

역본 대부분을 읽어요. 읽고 분석하고 넣고 빼면서 어떻

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

품을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연극을 처음 보는 사람이 네 연기를 

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관객들에게 

친절해야 해요. 자기는 공부하고 자주 봤으니까 알지, 

그런데 우리는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장수상회>는 친절하고 좋은 공연인가요?

그렇죠. 연극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이에요. 저와 손숙 씨, 백일섭, 박정수 

씨를 비롯한 우리 연기자들이 마음에 저절로 스며들도

록 연기할 겁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연극 보러 오세요. 저희가 팬데믹을 없애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정서에 따뜻하게 가 닿을 수 있는 그

런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대배우의 시간 속엔 자신의 업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진

하게 녹아 있었다. 배우 생활 65년, 어느 한 순간도 허투

루 보내지 않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세월.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이니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

냅니다. 이럴 때 버텨내기 위해 예술의 존재하는 것이니 

아름다운 것들 많이 보세요. 진선미라는 말이 있죠. 아

름다움이 바탕이 되면 선한 것을 알고 마침내 진리를 깨

치게 되는 거죠. 예술이 바탕이 되는 시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완성이 없고 끝이 없다는 예술의 세계에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순재 대배우에게 박수

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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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TI는 인성 검사에서 흥미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성격 테스트다. 

경험과 행동이 아니라 기호를 기준으로 성격을 분류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알아보는 새로운 자아 찾기를 만나보자.

성격을 알기 쉽게 나타내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는  

개인의 성격을 1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테스트다. 자신의 성격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사교성 좋은 ‘인싸’들의 놀이  

문화로 떠올랐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메신저와 SNS 사용량이 폭증 

하면서 널리 유행했다. 특히 짧은 시간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공감 가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MBTI는 과학’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다. 여기에 각각의 유형 간 상성도 함께 퍼져나가며 연애, 우정 등 

인간관계에 대한 흥미 콘텐츠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총 95문항으로 구성된 테스트는 응답자가 타인과 사물을 어떻게 살피고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각 상반된 둘로 나뉘는 4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조합해서 16가지 유형을 도출한다. 분류는 각각  

외향(E)과 내향(I), 감각(S)과 직관(N), 이성 중시(T)와 감정 중시(F), 판단 

중시(J)와 인식 중시(P)로 구분된다. 이는 응답자의 인식 방법을 반영해서 

행동 패턴을 추론하며 이를 통해 내면에 자리한 성격을 유형화한다. 

그 결과 응답자는 선호하는 행동을과 몰입 기준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

인지 분류한 뒤 4개의 알파벳 나열로 알기 쉽게 표현된다.

나와 너를 잇는 기호

각각의 유형에는 재미있는 별명도 붙어있다. INTP의 경우는 사색가형, 

ESTP는 활동가형, ISTJ는 소금형 등이다. 이는 각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듣는 입장에서도 타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매력적

으로 다가온다. 이 때문에 주로 호기심이 많은 10대와 20대에서 적극적

으로 소비하며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유명인들의 성격 유형을 

예상하고 이를 공유·토론하며 재미거리로 삼기도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MBTI 성격 유형은 또 하나의 기호로 자리매김했다. 자

기소개 대신 본인의 성격 유형을 새겨 넣은 티셔츠를 입거나 유형에 맞

춘 진로, 유형별 연봉 차이를 알아보며 자기계발의 수단으로 삼는 등 다

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상성이 맞는 유형의 친구나 이성 친구를 찾

는 등 연애나 궁합을 알아보는 도구로도 활용한다. 일부 기업, 병원, 연

구원에서 신입사원 선발에 테스트 결과를 활용하는 등 삶의 전 분야에 영

향을 끼치고 있다.

MBTI 테스트로 알아보는 나의 성향은?
※각 분류에서 문항을 다수 선택한 유형을 선택 적용합니다.

E 외향형 주인공이 되고 싶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모임에서 말이 많은 편이다.

I 감각형
남들을 따라하는 것이 편하다. 체험을 이야기하기 좋아한다. 

자세한 내용을 암기할 수 있다.

S 사고형
친구와 게임할 때 이기려 든다. 불공평한 대우를 참기 힘들다.

악당이 당하는 것이 통쾌하다.

N 판단형
할 일을 끝내고 논다. 빨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남의 지시를 따르는 편이다.

T 내향형
무대 뒤에 있는 것이 편하다. 생각한 후에 말하거나 행동한다.

누가 물어볼 때에야 대답한다.

F 직관형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편하다. 상상을 이야기하기 좋아한다.

부분보다는 전체적을 잘 본다.

J 감정형
친구와 게임할 때 이기면 미안하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불편하다. 악당이지만 그래도 불쌍하다.

P 인식형
할 일은 조금 놀고 나서 해도 된다. 결정하기가 힘들어 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내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공감과 재미로 새 세상을 열다

하지만 MBTI의 인기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사 

결과에 과몰입한 나머지 이를 맹신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MBTI가 본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수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형이 안 맞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한다’던지 ‘INTJ라 어쩔 수 없이 사교

성이 낮은 것 같다’는 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유형에 영향을 받은 

선택들은 현실적 요소를 배재하기 쉬워서 자칫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몇몇 전문가들은 MBTI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16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응답 결과에는 

대상자의 일부 성향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람의 성격 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일이 많아 불

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앞

으로도 MBTI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BTI가 언어와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내가 원하는 진정한 나를 만나다
유형별 특징

소금형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 

권력형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 하는 사람

예언자형
사람에 관한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

과학자형
전체를 조합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백과사전형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

성인군자형
따뜻한 감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

잔다르크형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아이디어형
비평적인 관점을  

가진 뛰어난 전략가

활동가형
친구, 운동, 음식 

등에서 다양함을 선호

사교형
분위기를 고조 

시키는 우호적 성격

스파크형
열정적으로 새 관계를 

만드는 사람

발명가형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

사업가형
사무적, 실용적, 
현실적인 스타일

친선도모형
친절,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

언변능숙형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 

하는 사람

지도자형
비전을 갖고  

타인에게 활기를  
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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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뚜껑이 같은 

재질일 경우 압축 후 뚜껑을 다시 닫아서 배출하면 된다.  

종이류

종이류에도 종이인 듯 종이 아닌 것들이 숨겨져 있다. 신문지나 

상자 등 종이류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끈으로 묶거나 박스에 담아서 배출 

하면 된다. 단 비닐이 코팅된 전단지, 광고지, 벽지, 책자 등은 재활용이  

안 되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금속캔, 고철

철캔, 알루미늄캔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한다. 공구류, 철사, 못, 전선, 스텐 등은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비닐류

비닐류는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말고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

다. 과자, 라면, 빵 봉지 등 모든 비닐은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한다. 

참고로 에어캡(뽁뽁이)도 비닐류이므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유리병류

유리병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하지만 깨진  

유리병은 다르다.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백열전구와 LED 전구는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신문지 등으로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한다. TV 등 전자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가급적 제품구입처로 반납한다. 건축자재용 스티로

폼은 스티로폼류로 수거하지 않는다.  

늘어난 재활용 쓰레기, 이대로 괜찮을까?

식당에 가는 대신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시켜먹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말에 입을 옷을 고른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이다. ‘집콕’ 생활이 길어지

면서, 한 가지 골칫거리가 생겼다. 늘어난 쓰레기다. 배달과 인터넷 쇼핑의 

증가는 반드시 포장 쓰레기 증가를 동반한다. 예로 한식당에 가서 김치찌

개를 시키면 냄비에 담겨 나오지만, 배달시키면 찌개와 각종 밑반찬은 플라

스틱 용기에 담겨 플라스틱 숟가락, 나무젓가락과 함께 온다. 비대면 소비가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15.6%, 비닐폐기물은 11.1% 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종이 등을 재활용품  

선별 업체들이 다 처리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소식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분리수거 실행률은 59%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수준이다. 1995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정부와  

국민들이 꾸준히 노력한 덕분이다. 하지만 재활용 수거된 플라스틱 가운데 

실제 재활용되는 것은 23%에 불과하다.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도 대다수는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폐기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한다고 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섞여 있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 

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올바른 배출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분리배출, 4가지 핵심 기억하세요

분리배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재활용은 ‘버려진 물건을 가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버려진 

종이는 재생지로 만들어지고, 플라스틱은 복합수지로 탈바꿈한다.

제대로 된 분리배출의 시작은 재활용되는 품목과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걸 

구분하는 것이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때는 재질이 혼합되지 않았 

는지, 오염이나 제거가 불가한 이물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로 영수증,  

전단지, 택배송장처럼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는 모두 일반쓰레기 종량

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음식물이 묻은 종이봉투와 속이 염색된 색종이,  

물감이 묻은 종이도 재활용이 안 된다. 환경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기억하기 쉽도록 4가지 핵심 단계로 강조하고 있다. ▷비우고 ▷헹궈서 ▷

제대로 분리한 후 ▷섞지 않고 버리는 일이다. 이때 음식물을 담은 포장용

기나 비닐을 깨끗하게 헹구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잔여물이 남아

있을 경우 재활용 작업이 어려워져 그대로 매립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잘못된 배출을 통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리배출 세부 규정이 헷갈리는 경우 환경부가 제작·운영 중인 ‘내 손안의 분리 

배출’ 앱을 참고하면 재활용품 항목별로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다.

잘 쓰고
잘 버리는 법

환경을 부탁해!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되면서 쓰레기가 늘고 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가 ‘잘 버리는 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재활용 쓰레기마다 어디에,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한 분리배출 가이드를 전한다.

어떻게 버려야 할까? 

재활용품 분리배출 꿀팁!
알쏭달쏭 분리배출 O&X상식 퀴즈

1. 배달음식 담았던 용기는 씻어서 배출한다. 

2. 샴푸통·펌프는 분리 없이 한 번에 버려야 한다. 

3.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은 재활용 쓰레기다. 

4.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이 된다. 

5. 달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6. 아이스팩은 재활용할 수 없다.

7. 코팅된 전단지도 종이와 함께 재활용된다. 

8. 깨진 유리병은 재사용할 수 없다. 

9. 각종 음식 뼈는 음식물 쓰레기다. 

10. 볼펜이나 샤프 등 문구류는 재활용 쓰레기다. 

[정답]    1. O   2. X (펌프의 노즐, 스프링 등은 다양한 재질로 구성돼  

재활용이 어렵다.)

3. X   4. X   5. O   6. O   7. X   8. O   9.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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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뒤에

숨은 당신,

괜찮은가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직장에서 늘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당신,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병,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알아본다.

웃는 가면을 쓰고,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적잖은 감정노동을 요구 당하고 있다. 긍정

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늘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거나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지니고 산다. 그러다 보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미소를  

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별일 아니다’며 마음을 

숨긴다. 

특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웃음에 집착하고 있다. 

직장 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다. 그러나 항상 웃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뒤에는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이 증상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한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일본  

쇼인여대의 나쓰메 마코토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심리학적 의학  

용어다. 

그는 서비스직 종사 여성을 예로 들어 언제나 미소를 짓는 모습이 자

신의 고용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또

는 감정과 관계없이 언제나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된다

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웃음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짓된 감정을 연기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 심리적, 신체적인 

증상을 겪게 된다. 후회, 절망감, 자책감으로 인해 만성피로, 소화 

불량, 불면증 같은 증상에 시달리거나 급기야 무기력 상태에 빠져 

버릴 수 있다.

질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잘 분비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시때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 직장이나 혹은 타인과 마찰이 발생해 억울 

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든다면, 억지로 참지 말자.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기분이 나빴는지 상대방과 대화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뒷전으로 하고 무조건 “예!”를 외치는 예스맨이 될  

필요는 없다. 원치 않는 일이 반복되면 스트레스가 되니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가진 이들에게 하루 빨리 가면이 아닌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아래 항목을 읽고 예, 아니요로 응답하세요.
YES NO

1. 이유 없이 슬픔에 빠진다. 

2. 미래가 비관적으로 느껴진다. 

3. 모든 원인이 나의 잘못으로 시작됐다고 느낀다.

4. 불면증에 시달린다. 

5.  열등감이 심하다. 

6.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7. 타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8. 매사에 의욕이 떨어진다. 

9. 짜증이나 화가 자주 난다.  

10. 평소에 자주 눈물을 흘리는 편이다.

11. 지금까지 내 모습을 돌아보면 실망스럽다. 

12.  매일 밤, 잠이 쉬이 오지 않는다. 

13.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14. 배가 고플 때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15. 내가 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 문항에 해당되는 개수가 5개 이상이라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체크된 개수가  

많다면 가면을 벗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스트

마음을 너무 숨기지 말 것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가면을 벗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자, 친구, 심리 전문의 등 누구라도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드러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또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는 회

사 옥상에 올라 하늘을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점심시간을 짬 내 10분 

정도 산책하는 것도 좋다. 햇볕을 쬐면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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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QUIZ 

<KCL LIFE> 봄호를 읽고 퀴즈를 풀어주세요.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1

KCL OOO OO는 EV급 차종 20여 대의 내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능

평가동을 갖춘 시험실로 실제 차량을 운행하

지 않고도 시험실 단위에서 보증수명을 평가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다. 

① 시험실 센터

② 내구도 센터

③ 배터리 센터

힌 트 6~13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KCL은 OOOOO 시험 인증을 제공해 친환경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내충격 시험, 

촉진내후성 시험, 열피로도 시험, 해양환경폭

로 시험, 환경유해성 시험 등 12개 시험을 제공

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① 선박용도료

② 친환경부표

③ 어획용그물 

힌 트 56~57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KCL OOOOOOO는 KS 인증 신규, 기관변경

심사, 사후관리(3년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

사, 공장이전 등) 신청 및 심사, 인증서 재발급 

및 기타 변경 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① 인증지원시스템

② 인증관리시스템 

③ 사후관리시스템 

힌 트 80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공식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QUIZ
KCL CHANNEL&

1

3

KCL CHANNEL

<KCL LIFE>에 참여하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응모 페이지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마감일은 6월 20일까지이며, 당첨 안내는 기재해주신 메일 주소로 안내됩니다.

지난호 QUIZ 정답

1. ① 제품안전관리제도  

2. ② KOLAS

3. ③ 콜드체인

김*혁(0866) 이*연(0228)    한*욱(2189)

이*라(3949) 최*호(3389)

지난호 당첨자(전화번호 끝자리)

2

80

지난 2015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은 KS 단독인증기관 운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KS 인증기

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국가표준(KS) 인증서비스 혁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기업이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어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기관 복수화 이후 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KCL

은 현재 12개 분야 538품목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원에 심사 분야별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 심사의 신속성과 전

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최고의 시험인증기관인 KCL은 건설재료, 생활용품, 에너지 환경분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료

기기 등 산업 전분야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KS인증 및 관련 시험·연구에서 생기는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증 신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S인증 비대면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가 

가능하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KCL KS인증팀 02-3415-8884

국내 최대·최고 

시험인증기관 의

국내 최대·최고 

시험인증기관 KCL의 

KS인증 업무 안내

■ 인증기관 변경 신청 

KS Q 8001, 7.4항(인증기관 변경)에 근거하여 다음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기관 변경이 가능하며,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공장이전심사 

등을 인증기관 변경심사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변경이 불가한 경우

①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가 1일 이상 진행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②표시제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 통지공문이 도달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③인증취소 등을 위하여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후 해당 조치가 끝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한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④KS인증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KS인증 신청 

KCL 인증지원시스템(www.ksnara.net/kcl)에서 KS인증 신규, 

기관변경심사, 사후관리(3년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공장이전 

등) 신청 및 심사, 인증서 재발급 및 기타 변경 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지정 품목은 KCL 홈페이지(www.kcl.r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CL KS인증기관 지정 분야 

B 

F 

M

C

G

P 

D 

K

R

E 

L

T

기계

건설

화학

전기전자

일용품

의료

금속

섬유

수송기계

광산

요업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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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인증심사기준 개정 목록(2021.01~03.)을 알려드립니다!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2021. 02. 08.

KS D 3520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021. 02. 08.

KS D 3862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모든 것의 마지막 퍼즐은 

‘시험인증’입니다. 

바로 KCL의 존재 이유입니다.

SINCE 1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