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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인류는 예상하지 못한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KCL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시험인증기관의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시험평가 및 R&D 혁신역량 강화와 첨단 인프라를 꾸준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the way to trust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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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는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뢰성과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은 자재 선택이 중요합니다. 

<KCL LIFE> 여름호 KCL&SPECIAL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정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세계적인 수준의 신뢰성있는 

맞춤형 원스톱 화재시험서비스를 통해 화재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CL 화재본부를 소개합니다. 

KCL의 화재분야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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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건축자재 
품질향상에 기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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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

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

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

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

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

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

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

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

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

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 

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글 권인구 

KCL 화재센터 수석연구원

분류 정의 종류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청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 재료

※   미장재료인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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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

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바닥(건축물 마감재료 제한 대상 아님)

바닥(건축물 마감재료 제한 대상 아님)

벽

복도나 통로에 접히는 벽

벽

반자

계단의 벽

계단

반자

지붕

반자돌림대

(건축물 마감재료 제한 대상 아님)

창틀(건축물 마감재료 제한 대상 아님)

창틀(건축물 마감재료 

제한 대상 아님)

걸레받이

걸레받이

창대(건축물 마감재료 제한 대상 아님)

창대(건축물 마감재료 제한 대상 아님)

6층 이상 & 2,000㎡

상업용 건축물 

준불연 마감재(단열재 포함) 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방화띠) 

설치 의무화

3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

층수제한없이 노유자시설 

준불연 난연 마감재(단열재 포함) 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방화띠) 

설치 의무화

복도, 통로 창대(건축물 마감재료 제한 대상 아님)

고시 번호 개정 신설 내용 개정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6호 난연성능 고시 신설 2006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9호 -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4호 내부마감재료 → 마감재료 수정 2011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신설 2012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11호 강판기준 신설 (난연재료) 201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3호 - 2018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 -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호

강판 기준·다양화 신설(불연, 준불연재료), 모서리 면, 불연시험체  

구체화, 시험성적서, 단열재 표면 정보 표기,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구축기관 지정 등

  2020년 12월 28일

단열재 심재 평가, 실물화재시험 기준 및 평가방법도입  2021년 3월 9일

※ 국토부 고시 제2020-1053호부터는 화재 전문가 자문단에 의해 안전성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개정되고 있다.

구분 현  행 종류

외벽
마감재

단열재
난연 샌드위치패널 (3층 또는 9m 이상 건축물)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모든 규모 공장·창고 등)

내부
마감재 난연 샌드위치패널 (창고 600㎡, 공장 1,000㎡)

단열재 기준 없음 난연 (난연미만 시 심의, 전담감리)

성능시험

시험체 적합성 평가
+

공장 품질 관리능력평가

제조·유통

실제로 공급될 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매년 불시점검) 

(개선) 품질인정제도(현행) 성능시험 제도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 

제조·유통

-  

성능시험

시험체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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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

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

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

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현재 (AS-IS): 소규모 샘플시험
개선 (TO-BE) : 실대형 성능시험 추가 실시

샌드위치패널 외벽 마감재료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 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

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

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

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

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최소요구시간 20 min 10 min 5 min

불연성시험

(KS F ISO 1182)

20K 이하 1)

질량감소율≤30%
평가안함 평가안함

열방출율 시험

(KS F ISO 5660-1)
평가안함

① 총방출열량 ≤ 8MJ/㎡

② 열방출율이 10초이상 지속하여 200kW/㎡(s)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이 없음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행동정지시간≥9min 2) 

샌드위치패널 구조 

실대형화재 시험

(KS F ISO 13784-1)

①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②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⑤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외부마감시스템 

화재안전성능 시험

(KS F 8414)

①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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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

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

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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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  KS F 8414, KS 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ISO 9705 (Room corner test)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ASTM E 84 / UL 723*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 

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KS F 2257

•KS F 2268-1 (내화시험)

•KS F 2846 (차연시험)

•KS F 3109 (문세트시험)

•  KS 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

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

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연소성능 시험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방염성능평가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 F 5660-1(콘칼로리미터)

•  KS 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 F ISO 1182(불연성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 F 2257 및 2258,  

ISO 834

•  KS F 2846(차연시험)

•  KS 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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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 
TECH

TECH INSIGHT ① 

CPX 측정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교통소음 측정 

TECH INSIGHT ② 
전자식 마스크 시험  

R&D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PC)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자동차  
부품 개발 연구

KCL의 얼굴들

친환경 첨단 산업으로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만들다
- KCL 중부본부

인증 이야기 
건설용 면진받침,
국내 최초 유럽 CE인증  
시험소 지정

16

20

24

28

32

36

40

44

48

50

52

54

HOT PICK ①    
팬데믹 대응, 세계 최초 다용도·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개발 발판을 마련하다

HOT PICK ②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HOT PICK ③    
건축 비구조요소 동적  
내진시험 및 장비

GROW INSIDE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KCL TOON

이 구역의 최고는 KCL! 
-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

KCL NEWS

KCL DONATION

   신뢰감을 주는 서체로 기관의 정체성을 표방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인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에 방점을 찍는다는 의미

제호 KCL LIFE가  담고 있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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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잇고 
성장을 잇고
미래를 잇다 

<KCL LIFE>

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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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삶에 안전함의 점을 찍다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SPOTLIGHT

CPX 측정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교통소음 측정

TECH INSIGHT ①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HOT PICK ② 

계간지 <KCL LIF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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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포장 공법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도로면 표층에 적용하여, 배수성이 좋고, 미끄럼 저항성이 높으며,  

주행 성능이 우수한 포장 공법으로 특히 소음 저감 성능이 우수하여 ‘저소음 포장’으로 불리며, 공동주택 단지 주변 도로나 

기존 주행 도로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시공되고 있다. 

삶의 질 해치는 교통 공해 도로교통소음

도로교통소음은 주행 차량의 종류, 속도 및 도로 구간 통행량 또한 

교통소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된다. 차량이 도로면 위를 주

행할 때 발생되는 소음은 가속에 의한 추진소음, 타이어-노면 소음, 

공력소음의 3가지로 구분된다. 매우 낮은 속도에서는 기어 변속에 

영향을 받는 추진소음이 주를 이루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타이어-

노면 소음이 주를 이루게 된다. 공력소음은 매우 빠른 속도에서만 

영향을 주며, 일반적인 주행 속도에서는 타이어-노면 소음에 비해 

영향이 매우 낮다. 

정온한 도시 환경 조성의 마중물 

도로교통소음 측정

 

도로교통소음을 측정 및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도로 

갓길에서의 측정으로 SPB, CPB, 등가소음 측정방법이 있다. 

그리고 소음 발생원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

으로 OBSI, CPX 방법이 있다.

갓길 측정 방법

(1) SPB (Statistical Pass-by method)

•   ISO 11819-1 : 도로 표면이 도로교통소음에 미치는 영향 

측정방법 중 통계적 통과소음 측정방법 국제표준

•   특정 위치에서 각 통과 차량의 최대 음압레벨을 측정하여 

통과된 차량의 속도 및 중량, 통과 차량 수에 따라 소음

레벨을 평가

•   현장 특성을 반영한 측정결과 확인이 가능하나 측정 

시간이 김 

(2) CPB (Controlled Pass-by method)

•   NF S31-119-2 : 도로표면의 음향 품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통제된 통과소음 측정 방법 프랑스 국가표준

•   통제된 구간에서 시험 대상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소음

레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측정 시간 및 비용 절약 가능

(3) 등가소음레벨(Leq) 측정 방법

•   특정 측정지점에서 5분 또는 30분의 정해진 시간 동안 

전체 차량 통과에 대한 에너지평균 소음레벨을 측정

소음원 근접 측정 방법

(1) OBSI (On-board sound intensity)

•   AASHTO TP 76 : 미국 자동차회사에서 타이어 평가를 

위해 개발한 미국 고속도로 교통 관리 협회 시험 방법

•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 바퀴 인접 위치에서 음향 인텐

시티 측정을 통해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발생 소음 평가

(2) CPX (Close-proximity method)

•   ISO 11819-2 : 도로 표면이 도로교통소음에 미치는 영향 

측정방법 중 근접 소음 측정방법 국제표준

•   시험용 타이어를 장착한 트레일러를 견인 차량으로 끌며 

기준 속도로 주행할 때 도로면과 타이어의 인접 위치에서 

소음을 측정

•   짧은 시간에 도로 포장면 각 위치의 소음 발생량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저소음 포장 

공법의 성능 평가에 효과적

<그림 1> 차량 소음원에서 기어 변속 및 속도의 영향

출처: FHWA _The Little Book of Quieter Pavement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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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peed effects on vehicle noise sources and crossover speed. 

How can we control traffic noise? 
Within the FHWA policy found in 23 CFR 772, there are six possible methods to reduce traffic 
noise.  If noise mitigation is found to be feasible and reasonable, noise barriers of some type are 
the most commonly used option.  These often take the form of sound walls and/or earthen berms.  
The height of the barrier is a factor since if the line of sight between the source and the receiver 
is not broken, the barrier will not reduce the noise.  Fortunately, most of the sound is generated 
close to the ground, which is the reason why most barriers can be effective to some degree. 
 
The effectiveness of a barrier is a function of how far away you are.  For example, if you are       
directly behind a barrier, you may experience a decrease in sound level of typically 5 to 10 dBA.  
Once you are 100 to 150 m from the barrier, however, its effectiveness is different.  A “shadow 
effect” will often occur, meaning that some of the traffic noise will “bend” around the top of the 
barrier.  At this distance, however, background noise in the neighborhood may begin to        
dominate as spreading of the sound generated by the highway will decrease its level.  It should be 
similarly noted that the effectiveness of a barrier can also be partially lost if there are any breaks 
in it – driveway access, for example. 

<그림 2> CPX 측정용 마이크로폰 위치

 

ISO 11819-2:2017(E)

turned at an angle of 135° to the rolling direction, as shown in Figure 1. However, in the case of non-
enclosed systems, it may be preferable to mount the microphones parallel to the driving direction in 
order to reduce potential influence of air turbulence.

Optional positions at angles of 0°, 90°, and 180° to the rolling direction as indicated in Figure 1 may 
be used in cases where the user wants a more complete mapping of the tyre/road noise directional 
properties.

Figure 1 shows the microphones on the left side of the test wheel assembly. Depending on the 
construction of the test vehicle, the microphones may also be mounted on the right hand side, but 
microphones 1 and 4 shall then remain at the front position.

When mounting the microphones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mounting is robust in order that 
vibrations in the microphones do not affect the measurements. It has been reported in literature that 
vibrations may affect the measured noise levels [19].

NOTE If using reference tyres of substantially different dimensions than that of P1 and H1 (as 
specified in ISO/TS 11819-3), one must be aware that the sound levels in microphones 4 to 6 will be 
highly influenced by the distance (d3 and d4) between the microphones and the trailing and leading 
edges of the tyre/road contact patch. In case of tyre comparisons, it could then be more relevant to 
keep the distance between the microphones and the contact edges constant.

Key
a Undeflected tyre sidewall. 2 rear mandatory microphone
b Deflected tyre sidewall. 3 middle optional microphone
d1, d2, d3, d4 see Table 2 4 front optional microphone
h1, h2, h3 see Table 2 5 rear optional microphone
1 front mandatory microphone 6 rearmost optional microphone

Figure 1 — Microphone positions for the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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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없는 도심 환경과

저소음 포장 산업 발전에 기여하다

CPX 측정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교통소음 측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8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제정하고 

저소음 포장이라고도 불리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표준(ISO 11819-2, CPX)에 준용하여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도로교통소음 측정을 통한 저소음 포장에 대한 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KCL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CPX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CPX 측정 시스템을 보유한 국내 유일 공인시험기관으로 ISO 11819-2 국제표준에 

대해 국내 최초로 KOLAS 인정을 추진 중에 있다.

(단위 : m)<표 1> CPX 측정용 마이크로폰 위치

Microphone(s) h1 h2 h3 d1 d2 d3 d4

1, 2 0.10 0.20 0.20

3 0.10 0.20 0.20

4, 5 0.20 0.65

6 0.15 0.80

1 : front mandatory microphone

2 : rear mandatory microphone

3 : middle optional microphone

4 : front optional microphone

5 : rear optional microphone

6 : rearmost optional microphone

글 송국곤 

KCL 음환경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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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국내 관련 법규 현황

 

국토교통부 2020년 8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제정하였다. 

2011년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잠정 

지침」이 마련되어 운영하였으나, 새로운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 개발 등 현장에서의 요구에 따라 기존 

잠정지침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해당 지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없는 소음에 대한 성능 평가 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현재까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소음성능 측정 기준

이 국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측정 방법이 활용

되어 왔으나, 이번 제정을 통해 타이어-노면 소음측정의 

국제표준인 CPX 측정방법을 도입하였으며, 각 CPX 측정

결과와 각 측정지점 결과의 상관성 연구 후 지침 반영 예정

이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는 소음 저감 성능 관리 기준 등이 마련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   국토교통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

저소음 포장 품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용이 

CPX 측정 방법의 활용

저소음포장 유지관리

도로교통소음 CPX 측정 결과는 저소음 포장 표면의 요철, 

공극률, 강성 등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최초 시공 후 초기 

소음 측정 및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포장 표면의 품질 

변화를 관리하고 성능 저하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CPX 측정은 GPS를 활용하여 도로 각 구간 및 지점에 

대한 시각화가 가능하여, 도심 전체 도로망의 소음 발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보수 지점의 우선순위 결정이 

용이하다.

도로면 및 타이어 라벨링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로면의 저소음 성능에 대한 등

급제를 운영 중이며, 소음저감, 미끄럼저항, 구름저항, 사용

연한 등을 라벨로 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소음 포장에 

대한 기준 및 등급의 마련이 시급하다.

2012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타이어 마찰력, 구름저항, 발생

소음을 표시하는 타이어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1월부터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  

표시제를 운영 중이나, 홍보 및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실정

이며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추진

CPX 측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KCL은 도로교통소음 측정을 통한 저소음 포장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 지침 

마련에 대비하여 CPX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도입한 

측정 시스템은 가장 최신 모델로 GPS 정보를 활용하여 도로

망의 소음레벨 분포를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어, 지자체 

및 건설사의 품질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제품 성능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KCL은 CPX 측정 시스템을 보유한 국내 유일 공인시험기관

으로 현재 ISO 11819-2 국제표준에 대해 국내 최초로 

KOLAS 인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로교통연구원 및 지

자체와 기존 도로의 도로소음 측정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이를 통해 KCL은 국내 저소음 

포장 생산업체의 제품 개발 및 국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온한 도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KCL 음환경센터 043-210-8920

<그림 4> CPX 측정결과의 활용 (소음지도 및 시각화)

<그림 5> 유럽의 도로면 라벨링 제도

<그림 6> 유럽연합 및 국내 저소음 타이어 라벨링

소음도 표시 기준

소음도 등급 해당 소음기준 

AA 등급 소음도 ≦소음허용기준 -3㏈

A 등급 
소음허용기준 -3㏈

< 소음도 ≦소음허용기준

소음도 표시 예시

<그림 7> CPX 측정 시스템

<그림 8> CPX 측정 시스템 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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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다

전자식 마스크 시험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문제가 두드러지면서 황사, 중국 및 국내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해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및 공기청정

기의 수요 및 생산업체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 저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에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폐렴 증세와 사망까지

도 이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스크의 사용 대상, 사용 장

소 등 자신에게 적합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마스크 종류별 시험 규격 

및 가이드라인의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다.

KCL 공기환경센터에서 현재 진행하는 마스크류 시험은 다음과 같은 인증 및 허가를 진행하

고 있으며, 국내 마스크 시험기관 중 최초로 유럽 호흡기 보호구[EN 149] 시험과 CE 인증 시

험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럽 호흡기 보호구[EN 149] : CE 인증(2021년 7월 CE 인증 시험기관 지정 예정)

•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 품질 인증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마스크는 모든 국민에 

필수품이 되었고, 보건용 마스크(F80, F94)외에 비말차단 마스크(KF-AD), 패션 

마스크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신형 마스크에 대한 개발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마스크 종류별 시험 규격 및 가이드라인의 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KCL 공기환경센터는 신뢰성 있는 마스크 시험·인증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글 박지윤 

KCL 공기환경센터 주임연구원 

마스크의 종류와 호흡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신형 마스크에 대한 개발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자식 마스크, 일명 마스크형 공기청정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

로 빠른 속도로 개발·출시되고 있다. 마스크형 공기청정기는 일상생활에서 입자 에어로졸로

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전자식 여과장치

에 의해 제거되는 기능을 가진다. 마스크 전면에 분진제거용 여과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여

과장치는 팬동력으로 작동되며, 안면에 착용이 가능한 마스크형 제품이다.

마스크 형태는 기능에 따라 흡기형 및 호흡기형, 2가지로 분류된다. 흡기형은 마스크형 공기

청정기에 흡기용 팬만 설치된 것이고, 호흡기형은 호기용 및 흡기용 팬이 모두 설치되거나 

한 개의 팬이 호기 및 흡기용으로 사용된 것을 지칭한다.

마스크형 공기청정기의 구조는 안면부, 여과재(필터), 흡기구(또는 호기구), 호기밸브, 머리끈, 

전원부 등으로 구성된다. 여과재에 의해 입자 에어로졸 등이 제거된 깨끗한 공기가 흡기구를 

통하여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호기 밸브 또는 호기구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

는 것으로 부품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세균여과효율 시험장비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누진률 시험장비

(보건용 마스크)

CE 마스크 평가 장비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이미지 출처: LG전자, 한국공기청정협회 표준

마스크의 

중요성 대두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마스크에 대한 

다양한 허가 제도

호기/흡기구(필터, 팬, 전원부 포함)

호기밸브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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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형 공기청정기 등급 및 기준

등급

기준

분진 포집 효율(%) 
(시험입자)

흡기저항 (Pa) 총 누설률 (%)

MA-60
60 이상

(염화나트륨)
2 이하 35 이하

MA-80
80 이상

(염화나트륨)
5 이하 25 이하

MA-94
94 이상

(염화나트륨, 파라핀 오일 미스트)
10 이하 11 이하

분진포집효율 시험장비 흡기저항 시험장비 총 누설률 시험챔버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시험항목 

분진 포집 
효율 시험

흡기저항 
시험

총 누설률 
시험

소음
시험

필터 교체 
주기 시험

안전
성능

인장강도 

시험

순도 
시험

본체
시험

낙하
시험

호기밸브 
시험

무게
시험

제품
성능

마스크형 공기청정기의 시험 항목은 인장강도 시험, 순도 시험, 본체 시험, 낙하 시험, 호기 

밸브 시험, 무게, 분진 포집 효율 시험, 흡기 저항 시험, 총 누설률 시험, 소음 시험, 필터 교체 

주기 시험 등으로 총 11가지이다. KCL 공기환경센터에 본체 시험, 소음 시험을 제외한 9가지 

시험 항목에 대하여 시험 진행 예정이며, 본체 시험은 그린소재센터에서, 소음 시험은 신뢰

성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등급은 분진 포집 효율, 흡기저항, 총 누설률의 시험결과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분진포집효율 시험은 TSI社 8130A-EN 시험장비를 이용한다. 8130A는 보건용 마스크의 분

진포집효율 시험과, EN149의 투과 시험의 규격에도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시험

입자는 염화나트륨과 파라핀 오일 미스트를 사용하며, 마스크를 지그에 장착했을 때, 안면

부 통과 전, 후의 입자 농도를 통해 효율이 계산된다. 

흡기저항 시험은 시험용 인두에 마스크를 착용시켜 30 LPM의 연속유량으로 통과시켰을 때

의 차압을 결과값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차압 값이 낮을수록 호흡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

총 누설률 시험은 피실험자가 직접 마스크를 착용하고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이 발생되는 챔버 

내부로 들어가 시속 6 km로 걸으며 챔버 내부의 염화나트륨 농도와 마스크 내부의 염화 

나트륨 농도, 흡기, 호기시간을 측정하여 누설률을 계산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부직포 형태의 마스크 시험과는 다르게 마스크형 공기청정기의 경우, 마스

크에 부착되는 필터로 인해 ‘필터 교체 주기 시험’이 포함된다. 필터 교체 주기 시험은 미세먼지 

(염화나트륨) 누적, 분진 포집 효율 평가, 흡기저항 평가의 3가지 순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시험이다. 시험방법은 좌측의 ‘Step 1~3’과 같다. 

각 시험항목이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급 및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2주 이내로  

기록하고 불합격 처리하며, 만족할 경우에는 Step 1~3 시험방법을 1회 더 반복 수행한다. 

추가 반복시험에서도 분진 포집 효율과 흡기저항을 만족하면 필터 교체 주기는 4주를 만족

하는 것이다.

필터 교체 주기 결정

필터 교체 주기㈜ 예상 누적량(mg) 시험 만족 횟수

2 12 이상 1회 이상

4 24 이상 2회 이상

Step 1 

시험체를 분진 포집 효

율 장치에 장착 시킨 

후, 1회 16분간 12mg의 

미세먼지(염화나트륨)

를 누적한다.

Step 2 

누적된 상태에서의 분

진 포집 효율 시험을 진

행한다.

Step 3 

 해당 시험체를 흡기저

항 시험 장치의 인두에 

장착시킨 후, 흡기저항 

시험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소

재로 만들어진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직포 마스크 이외 제품

에 대해서 기준과 시험방법이 없는 상태이지만, 앞서 설명한 마스크형 공기청정기의 몇몇 제

품은 이미 해외에서는 판매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CL 공기환경센터는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만든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마스크형 공기청정

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KCL 공기환경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

도록 마스크류 및 에어필터 분야의 시험과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여 다양성을 가진 제품들

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문의 KCL 공기환경센터 043-75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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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유래 물질에 대한 자동차 분야 적용 확대로 친환경 소재부품 기술 수요 증가

바이오매스 기반 

폴리카보네이트(PC)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술의 현주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기반 폴리카보네이트는 

일본 Mitsubishi, Teijin 등 여러 기업의 관심 속에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Mitsubishi Chemical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Bio-based PC(제품명: DURABIO)는 식물로부터 유래된 변성 아이소소바이드(Isosorbide) 단량체를 

사용한 바이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하우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DURABIO-PC는 바이오 원료를 일부 사용하였으나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여전히 생분해 가능한 PC 개발에 대한 시

장의 요구는 매우 높다. 현재 국내에서 Isosorbide 및 유도체를 활용한 고유의 생분해성 PC 소재 개발은 삼양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초기 연구 단계에 있으나, 천연물 유래의 플라스틱 소재는 아직 석유계 자원 유래의 원료에 비해 물성과 안정성이 

부족해 산업적으로 대량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바이오 PC 생분해와 관련된 산업화 차원의 국내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폴리카보네이트(PC)의 

고부가가치성과 시장동향

내열성, 고투명성, 난연성 등에서 뛰어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는 일반 유리보다 250

배 이상의 내충격 성능을 발휘하는 점에서 휴대폰, 노트북, 모니터 등 IT 제품과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세계적으로 연간 670만 톤 이상 소모된 범용성이 높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하지만 비싼 재

활용 처리비용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 위해선 매립 또는 소각하였으나, 땅속에서 분해되지 않을뿐더러 고온에서 독성물질을 

유발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시 사용되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BPA(Bisphenol A)의 사용 제한에 따라 바이오매스 기반의 소재 전환이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PC)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자동차 부품 개발 연구

전 세계적으로 IT 제품과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는 매립 혹은 소각 등 사후처리 과정에서 썩지 않고, 독성 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돼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 PC생산에 성공하여 PC 국산화 시대를 연 삼양사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PC 및 부품 개발’의 총괄 주도업체로 

선정됐다. KCL은 원천소재 담당의 삼양사, 부품화 담당의 덕양산업, 이를 실차에 적용할 현대자동차와 함께 개발부터 

인증까지 전 과정을 진행해 자동차 소재·부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환경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글 이강영 

KCL 고분자소재센터 책임연구원

친환경車, 친환경 소재부품 Needs 증가 바이오 소재 기반 부품 시장 성장

구분  적용 부분 친환경 소재 

쏘울 EV
오디오 패널 야자열매 씨앗 오일 추출물 사용

운전대 가운데 모듈 사탕수수 줄기의 당분 물질 사용

아이오닉 EV 오디오 패널 야자열매 씨앗 오일 추출물 사용

넥쏘 내부 인테리어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및 식물성 도료 사용 

현대보비스의 친환경 소재 적용 현황

[자동차용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증가]

CAGR 14.5%

Interior Trim
(PP, ABS, PVC, PET)) Upholstery

PP, PVC, PUR

Body
reinforced epoxy
PPO/PPE Alloys

Wheel House
Radiator Support
Phthalic acid resin

Door Handles
PA, ABS, PC/ABS

Fuel System
HDPE, PA, PBT, POM

Under the Hood
PA, PP, PBT

Bumper Fascia
PP, ABS

Instrument Panel
PC/ABS, ABS

Lighting
PC, ABS

Dashboard
PP, ABS, PC

Class Interlayer
PVB

Seating
PUR, PP, ABS, PA

Sunroof
PC

자료: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내부 인테리어를 친환경 소재로 활용하여 경량화, 석유화학소재 대체 연구]

[출처 : 동아일보 보도자료, 2019년 4월 22일]

니로 EV

에어백 보관커버
야자열매 씨앗 오일 
추출물

운전대 가운데 모듈
사탕수수 줄기의
당분 물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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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검증

KCL은 삼양사와의 기존 ‘바이오매스 기반 자동차 구조용 접착제’ 연구과제 진행에 이어, 이번 삼양사가 총괄주관을 맡은 산

업통상자원부 주관의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PC) 부품 개발’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은 석유계 유래 물질이 아닌 바이오매스 유래 물질을 이용하여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 Isosorbide를 이용한 폴리카보네이트는 개발된 바 있었으나 이를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 상용화에 도전하는 기업은 삼양사가 세계 최초다. 이번 정부 과제는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국내외 총 12개의 기업, 연구소, 학계 등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및 부품의 생분해성 평가를 담당할 KCL은 원천소재 담당의 삼양사, 부품화 담당의 덕양산업, 이를 실차에 적용할 현대자동

차와 함께 개발부터 인증까지 전 과정을 진행해 자동차 소재·부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화에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KCL의 생분해성 폴리카보네이트(PC)의  

생분해도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신속 측정법 연구

친환경적이며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현재 제정된 규격 내의 시험 조건과 

실제 개발 중인 소재 및 분해 환경 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해 정확한 생분해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시험 규격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생분해 시험을 진행할 경우 소재의 분해 특성을 과대평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기후환경 조건에서 실환경 테스트를 한다면 유사한 생분해 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가 과제를 통해 개발 예정인 단량체 기반의 엔지니어링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국내에서 생분해 소재로서 주를 이

룬 PLA(Polylactic acid) 또는 석유계 소재에 목재, 볏짚, 밀짚, 식물체 분말 등을 섞은 혼합체와는 다른 생분해 기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재별 적절한 분해 환경을 구현하여 생분해 특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사용기한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사용기한과 분해 시점을 알맞게 제어하기 위한 다

양한 생분해 조건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통합 생분해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폴리카보네이트(PC)

의 생분해 표준환경 조성 및 실제 토질/수질을 반영한 표준평가 절차 구축을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CL은 유효 생분해도 측정법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수집 및 현황(ISO, ASTM, 

KS 등)을 분석하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부품에 대한 분해 조건별 생분해도 총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환

경을 최대로 반영한 소재·부품별 맞춤형 생분해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ISB 활용, 합성, 

생분해 안정성 및 인증

• ISB 및 바이오 원료 활용 연구 및 안정성(독성) 

평가·검증

• 생분해성 검증 프로세스 및 소재 물성 평가

단량체, 중합 및 양산화

Isosorbide
(NOVASORB®)

O

O

OH

OH

Ethoxylated Isosorbide
(NOVASORB EI)

O

O

O

OH

OHO

컴파운딩, 부품 및 제품화

• 생분해성 PC 

컴파운딩

•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활용 업체

• 생분해성 차량 

경량화 부품

• 자동차용 소재, 

부품 활용

신뢰성 평가

자동차 내장부품 적용성 검증 

열화인자별 신뢰성 평가 

생분해도 평가기술

조건별 총괄평가 시스템 구축 

간이 생분해도 측정법 연구

소재·부품 생분해 특성

여러 규격 조건 생분해도 종합 평가 

실제 토양·수중 채취물 활용 평가

 문의 KCL 고분자소재센터 032-460-5165

세계 최초 생분해 

폴리카보네이트(PC)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연구

삼양사는 1989년 국내 최초로 PC 생산에 성공해 PC 국산화 시대를 열었다. 이후 저온에서의 충격강도, 내화학성, 난연성 

등을 향상시킨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Si-PC), 고내열 PC, 투명 난연 PC 등 고부가가치 PC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다. 

2014년에는 PC의 주원료인 BPA를 대체할 수 있는 Isosorbide를 전분을 이용해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상업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또한, 삼양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삼양이노켐은 공장 부지 내에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산 약 1만 톤 

규모의 Isosorbide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 생분해 원료에 대한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는 기존의 

PLA(Polylactic Acid)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목재, 볏짚, 밀짚, 식물체 대 분말 등을 기존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

틱과 혼합하는 등의 1차원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생분해 원료를 직접 양산화하여 단량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국내 최초, 세계 2번째 ‘Isosorbide Polymer Grade’ 양산 성공(2014. 4.)

대규모 양산공장 건설 중(2021. 8. 이후 가동 예정) 

Isosorbide 제조 및 응용 기술 관련 국내 특허 165건 출원/등록

<Lab 설비>  <Bench 설비> <Pilot> <공장 건설>

Mean Biobased Carbon Result: 100% *
<Bio Contents> 

(by Beta Analytic, Inc.)

O

O

OH

HO

H

H

내환경 평가

실내촉진성능 재현성 데이터 분석

신뢰성 평가 및 검증 가속시험 설계 및 모사 실험 진행

Laboratory Simulation Field

Thermal 
property

Bio-
degradation

• Accelerated Test 
• Environment Test 
• Performance Test

Mechanical 
property

Weathering
test

→   Artificial environment

→    Defined conditions

Molecular understanding
Practical relevance

→   Complex environment

→    Defined conditions

→   Complex environment

→    Defined conditions

Environ, samples: 
Water
Soil

 Compost 
 Material from Landfill

In nature: 
Water
Soil

Compost
Landfill

Enzymes Cell
cultures

Aerobic
Composting

Aerobic 
Water

Anaerobic

Oxo-
biodegradation

내환경 시험(부품 안정성 평가)
OECD 3XX 기변 간이 평가 절차 확립

분해 조건별 주요 규격 현황 다양한 표준 규격 기반 생분해도 종합적 평가

모의·실제 매립 비교 평가

생분해 특성 교차 검증(RRT)

Tg, Tc... Impact, tensile....

Biodegradability Heat, UV,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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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선봉에 서다

KCL 중부본부는 인천경기지원, 경기북부지원, 강원지원, 목재가구센터 등 4개 지원(팀)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60여명의 직원이 수도권과 강원권의 시험인증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협력해 첨단 시험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역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관련 시험인증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부본부의 주축인 인천경기지원은 최근 

화이트바이오산업 관련 시험평가 서비스와 라돈시험 인프라를 갖추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어서 지난해 12월 ‘화이트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플라스틱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이트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이 화학 산업에 접목되어 바이오화학 산업이라고도 불리며, 바이오

플라스틱은 일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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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플라스틱의 기반 조성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수요 창출을 위해 플라스틱 대체물질 실증사업, 

정부·공공기관 의무구매, 공공인증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CL 중부본부 인천경기지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관련 시험평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

시의 수도권매립지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 상황이 인천시에서 화이트바이오산업에 

앞장서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KCL 중부본부도 이에 부응하여 관련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했다. 

KCL 중부본부는 국내 최고의 인증 수요를 가진 수도권의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첨단 산업을 

연구하는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친환경 첨단 산업으로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만들다

KCL 중부본부

02

01

생분해성 시험 시료의 전처리(동결분쇄)

생분해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임원정 주임연구원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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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CL에서 시행 중인 생분해 관련 시험평가 서비스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EL724) 

생분해도 시험 및 간이 생분해도 시험, ISO 14855-1에 따른 산업적 생분해도 시험,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재질 분석, 유해 물질 분석, 기능적·물리적 특성 분석 서비스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58℃ 분해 조건에서의 생분해도 인증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되는 생분해성 제품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KCL은 다양한 폐기 환경(토양, 수계, 해양)에서의 생분해도 평가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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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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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의 생분해도 평가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분해도 

검증 평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토양과 해양 생분해도 시험평가 후 발생되는 분해 물질에 

독성이 있는지 시험하는 토양생태독성평가 서비스 및 해양생태독성평가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하나의 친환경 시험, 라돈 분석

인천경기지원은 LH 및 관계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물질 저감 관리지

침에 따른 라돈시험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시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를 

확인하고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라듐함량 130 Bq/kg 이하 및 방사능 농도 지수

값이 1을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리대상 건축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 타일, 모르타르, 석고보드, 석재등 7종이며, 관계부처 합동 

적용대상 건축자재는 천연석을 기반으로 제작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 대리석 등의 석재를 말한다.

정부와 기업을 도와 더 큰 미래를 만들다

KCL 중부본부는 관내 바이오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KCL의 정부 과제 

수행의 파트너이자 시험인증 고객으로 바이오산업 1번지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인천의 미래를 함께 

견인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서 저명한 독일의 인증 업체인 TÜV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관련 인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협력 사업으로 시험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 ‘생분해성 시험’은 5개월 가량의 의뢰가 

밀려있는 상태다. 최대한 인증이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는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속에서 최선의 투자를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로 

향후 더욱 늘어날 시험인증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중부본부의 생각이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도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교육을 거의 진행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지역 내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기술 교육을 

비롯해 기타 교육 과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환경, 생활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KS인증을 비롯한 기존의 인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KCL의 중심 본부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에게 필요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힘든 시험인증 환경을 갖춰 국가와 

산업 전반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KCL 중부본부. 친환경을 외치는 목소리가 구호를 

넘어 생분해성 제품으로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가는 이들의 

노력이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본다.  

열수송 기자재 시험평가 시험동 

02

Mini Interview

“KCL의 전신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창립 멤버로 입사해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와 

직책을 경험했습니다. 전임자도 없는 낯선 일들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해나갔고 때로는 기획, 재무, 

인사 등 전공과는 거리가 먼 업무도 경험하면서 시야를 넓혀온 것이 중부지부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기술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미래를 

예단하기 보다는 눈앞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맞춰가는 것이 

중부본부를 이끄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부본부는 매일 연구와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이끌어가는 직원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서로 간에 신뢰하고 배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모든 연구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해 다른 직원들과 책무를 나눠지고, 

잠깐의 빈자리를 서로가 메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역량도 키울 수 

있고 조직으로서도 공백 없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바이오는 반드시 세상에 필요해질 유망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범위가 커질수록 중부본부의 

업무도 더욱 확대될 것이고 그럴수록 모두의 역량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직원이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부본부가 되기를 바라며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신뢰하고 함께 가는

조직을 만들어 가다

신주재 본부장

KCL 중부본부 인천경기지원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라돈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허보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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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및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중소

기업 제품의 해외인지도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인증 획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KCL 내진센터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따라 건축자재 관련 유럽 CE인증 시험소 지정을 추진하여 적층고무계열 

면진받침의 압축 및 전단 시험(EN 15129)에 대해 유럽 CE인증 시험소로 지정받았다.

EN 15129는 CEN(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에서 작성되었으며, 건설구조물에 적용되는 내진, 제진, 

면진 장치를 기능과 재료에 따라 분류하여 작동원리에 따라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장치에 적용되는 재료 

특성, 제조 및 시험 요구 사항, 적합성 평가, 설치, 유지 보수 요구 사항 및 설계 규정에 대하여 작성되어 있다.

적층고무계 면진받침은 내환경성,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 건축물과 교량 구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적층고무계 받침의 CE 인증을 위해서는 EN 15129에서 요구하고 있는 압축성능과 전

단성능에 대하여 기본특성 시험 뿐만 아니라 의존성 시험(주파수, 온도, 반복 등)을 실규모 사이즈 시험이 요구

되며, KCL은 이러한 시험이 가능한 면진받침 시험평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 유럽 CE인증 관련 시험서비스 내용

시험방법 지정 규격 시험 범위

BS EN 15129:2018

Anti-seismic devices

8.2 Elastomeric Isolators

8.2.4.1.5.1 Compression tests
Vertical: 

(1 ~ 30,000) kN

8.2.4.1.5.2 Combined compression and shear tests of  

horizontal characteristics

Vertical: 

(1 ~ 30,000) kN

Horizontal: 

(1 ~ 5,000) kN

KCL은 국내 최초로 건설용 면진받침에 대한 유럽 CE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개인보호장구 필터링 마스크에 대해서도 CE인증시험소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용 면진받침,

국내 최초 유럽 CE인증 

시험소 지정
- 개인보호장비 호흡용 보호구도 추진 중

글 김동준 

KCL 해외인증팀 수석연구원

글 박진영

KCL 내진센터 책임연구원

건설용 면진받침의 압축 및

전단 시험(EN 15129) 

유럽 CE인증 시험소 지정

국내 건설용 면진받침  

제품의 해외수출 판로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면진받침(적층고무계열)

건설용 면진받침은 CE(Comunauté Europeénne) 인증을 받기 위하여 System 1에 따른 인증절차가 적용된다.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에 의한 ITT(Initial Type Testing, 초기형식시험)와 생산시스템에 대한 FPC(Factory 

Production Control, 공장생산관리)에 대한 적합성 평가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ITT 시험은 실규모 

시험이 요구되므로 대용량 전용 시험평가장비가 요구된다. KCL은 30MN 급의 면진받침 시험평가장비를 운용

하고 있고 관련 규격에 대하여 KOLAS 인정을 보유함으로써 CE 인증 시험소 지정이 가능하였다. 

이번 KCL의 CE 인증기관 시험소 지정으로 면진받침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평가를 국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시험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인증기관 담당자의 내방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기술장벽 강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국내 관련 제품의 해외수출 판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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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내 KF 등급의 고품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여 많은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는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 발굴이 가장 중

요하며 바이어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인정받는 품질과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해외 인증을 통

해 제품 성적서 및 인증서를 확보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수출을 준비할 수 있다.

KCL공기환경센터는 유럽 CE 인증기관인 (SZUTEST: NB 2195)로 부터 필터링 마스크 시험기관(EN 149 : 

Filtering half mask)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KCL 공기환경센터는 글로벌 전문 인력과 국제적 수준의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차량용 에어필터 및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성능평가와 다양한 연구개발 사

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환경센터는 유럽 CE 인증기관인 SZUTEST(NB 2195)와 협업을 통해 유럽 CE 인증을 위한 

마스크 시험소를 하반기 중에 구축하여 관련 시험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CE PPE 마스크 인증 개요

품목  개인보호장비 호흡용 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세부 품목  Respiratory protective devices - Filtering half masks to protect against particles (FFP1, FFP2, FFP3)

제품 분류  Category III (Complex PPE)

관련 법령  Regulation (EU) 2016/425 

시험 규격  EN 149:2001+A1:2009 

인증 절차
 (Category III – Complex PPE)
 (1) Module B + Module C2 (EU-Type Examination + 생산품 형식 적합성)
 (2) Module B + Module D (EU-Type Examination + 생산시스템 형식 적합성)

■ CE PPE 마스크 인증 항목 및 소요기간
적용절차 : Module B + Module C2

항  목 소요 기간

 (Module B) 제품시험 3~4 주

 (Module B) 인증 신청 / 인증서 발급 2~3 주

 (Module C2) 생산품 유효성 평가 및 Random 샘플링 시험
(현장 샘플링 완료 후)

3~4 주

Note :

1.   생산품 유효성평가는 Module B 인증서(EU Type-Examination certificate)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하며 출장심사 및 샘플 발송 

등을 포함 

2.   컨설팅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포함 기술문서 작성 안내와 시험 및 인증대행 업무를 포함하며 요청시 별도 비용으로 진행

Category III – PPE (제품 등급 구분)

Technical Documentation (기술문서 준비 및 확인)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EU 적합 선언서)

CE marking with NB number (CE 마킹)

사후 관리 (매년 1회 사후관리 시행)

EU type-Examination (EU 형식 검사(제품시험) 진행 및 인증서 발급)

(Module B, Annex V)

Production control(Audit)

Conformity to type based on internal production control 

plus superv. product checks at random intervals

(생산 완제품에 대한 품질 유효성 평가) 

(Module C2, Annex VII)

Production control(Audit)

Conformity to type based on quality assurance of the 

production system

(생산 및 관리시스템 평가를 통한 제품 품질보증)

(Module D, Annex VIII)

제조업체 수출길 열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역할할 것

개인보호장비용 마스크 

유럽 CE인증 시험소 지정

마스크 누설률 시험

적용절차 : Module B + Module D

항  목 소요 기간

 (Module B) 제품시험 3~4 주

 (Module B) 인증 신청 / 인증서 발급 2~3 주

 (Module D)   공장시스템 평가 (현장 심사) 
(기본적용 : 파생모델 5개 포함)

 **   Module D를 통한 평가 진행을 위해서 해당 공장은 ISO 9001이나 ISO 13485에 부합되는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가능 

(현장평가 완료 후)
2~3 주

Note :

1. 공장시스템 평가는 서류심사 후 현장평가로 진행되며 현장평가 완료 후 2~3주 후 결과 통보

2. 공장시스템 평가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품시험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3.   컨설팅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포함 기술문서 작성 안내와 시험 및 인증 대행 업무를 포함하며 요청시 별도 비용으로 

진행 (공장시스템 평가를 위한 컨설팅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별도 요청) 

■ CE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ategory III (Complex PPE) 인증 절차

COVID-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이 생활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고품질의 

K-방역용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CE인증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비용과 시간의 절감, 신뢰성 있는 성능평가 결과 제공 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터링 마스크 시험규격(EN 149 : Filtering half mask)은 생활용 보건마스크 성능 규격이 없는 많은 국가에서 

고품질 마스크의 성능 평가 척도(여과효율, 호흡저항, 누설률)로 사용되며 마스크 수출시 현지 바이어에게 객관

적인 성능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수한 K-방역용품이 전세계 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KCL 공기환경센터 043-753-3100 / 내진센터 043-210-8944 / 해외인증팀 02-3415-8816, 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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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PRESSURE 
Room

KCL은 최근 ‘국가 전염병 재난 대응, 자율확장 및 신속 

설치/해체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사업화 모델 

개발’ 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된 과제의 사업 배경, 필요성, 개발기술의 의의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여, 1년 이

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제적·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간 3차 확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인류 역

사를 되짚어 보면, 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

스와 SARS, MERS, COVID-19 등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주

기를 타며,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대응, 세계 최초 다용도·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개발 발판을 마련하다

바이러스는 예방과 초기 치료가 핵심입니다. 예방은 감염 경로를 차단

하는 방법과 백신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백신의 개발 및 접종이 없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음압격리병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음압격리병실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음압격리병실은 

팬데믹 상황이 아닐 때 활용방안이 없어 병원들이 갖추기를 꺼리기 때문에 누적 확진자 수의 1% 정도 갖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KCL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전염병 재난 대응, 자율확장 및 신속 설치·해체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사업화 모델 개발’ 

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평상시에는 일반 연구시설로 활용하다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음압격리병실로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이동형 

음압격리시설 개발에 나섰다. 이에 과제 책임자인 박재성 KCL 에너지소재센터 책임연구원에게 주요 내용을 들어보았다.

Q.

과거 인풀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 주기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주기

스페인 독감

SARS

H1N1 신종인플루엔자

COVID-19

1918년 ~ 1919년

5,000만 명 사망

2002년 ~ 2003년

774명 사망

1968년 ~ 1969년

100만 명 사망

2015년

574명 사망

2009년

18,500명 사망

2019년 ~

220만 명 사망

홍콩독감

MERS

다면,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바로 감염 

경로를 파악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모든 기술과 정책이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의 핵심입니다. 

한편, K-방역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바이러스 확진자를 추적하고, 확

진자를 일반인과 격리하여 치료를 가능케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음압격리병실입니다. 음압격리병실은 병실 내부와 

외부에 기압차를 발생시켜, 병실 내부의 병원균 및 바이러스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병실입니다. 즉, 병실 내부는 항상 병실 

외부보다 낮은 기압을 유지하여 병실 내부에서 외부로의 기류를 차단

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핵심이며, 이 음압격리병실은 코로나19뿐만 아

니라 모든 감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팬데

믹 상황을 유발한 바이러스의 종류 및 발생 역사를 보면,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었고,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는 40~50년을 주기로 변이를 일으켜 팬데믹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5~10년을 주기로 대유행이 발생

하고 있어, 유행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음압격리병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압격리병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음압

격리병실 도입을 꺼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입

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도시화 비율이 매우 높고, 음압격리병실을 수용

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원 및 병원이 대도시에 몰려있으며, 대도시에 

위치한 의료원 및 병원은 하루에 수용 가능한 환자 수 이상으로, 매일

매일 많은 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음압격리병실은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없을 때에는 시설 가동, 인력 배치 등의 이유로 이용에 

제한이 있고, 소규모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환자 

수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가의 적극적

인 지원이 없는 한 음압격리병실을 보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년 정도 고민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개발로 이어

지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저희 연구팀은 

각 요소기술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의료 분야에서는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 연구팀이 자문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KCL & TECH + HOT PICK ① 글·사진 KCL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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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된 가변형 음압격리병실과 개발하고자 하는 이

동형 음압격리병실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이동형 음압격리병실을 개발하였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

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AIST와 국내의 한 업체가 공동연구한 에어텐

트형 음압병실이 대표적이고, 기타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압병실로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은 첫째, 얼마나 안정적이고, 

활용성 높은 건축 구조물을 확보하는지, 둘째, 실내 음압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면서, 냉난방, 환기 등 재실자의 거주 기능을 확보하는지,  

셋째, 실내외 미관, 쾌적성 등 환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는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이동형 음압격리병

실은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반영하여 개발되며, 이 개발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즉, ‘이동형’이라는 개념과 ‘다용도’라는 개념 

이고, 바로 이 두 가지가 기존 사례들과 다른 점입니다.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에 확산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압병실이 부족한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긴급하게 음압병실을 구축

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이동형 음압병실은 이동형 모듈러 건축 구조체를 

활용하는 기술로, 해체  이동  조립이 전국 어디라도 3일 이내에 

가능토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례로, 작년 2월 ~ 3월 대구, 경북 

지역 전체에서 1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확산이 있었습

니다. 만약 이때, 이동형 음압격리병실이 있었다면, 대구, 경북 인근의 

충북, 경남 지역에서 확보한 이동형 음압격리병실을 일시적으로 대구, 

경북에 이동시켜 중증환자 치료에 대응케 하였다면, 불필요하게 환자를 

이동시켜 타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키울 필요없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초 다용도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개발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 

KCL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연합뉴스TV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에 과제 책임자인 박재성 KCL 에너지소재 

센터 책임연구원이 출연해  과제 선정의 의의와 KCL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디자인모듈러 구조물 이동·설치 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압격리병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평

상시 활용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점입니다. 만약, 평상시 활용이 가

능하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근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음

압격리병실은 병원 건축물 내 별도의 구역에 설치하여, 바이러스 확진 

환자를 수용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이 구역 출입을 제한합니다. 본 연

구에서 개발하는 음압격리병실은 병원 건축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

치하여, 별도의 제한구역 설정과 상관없이 바이러스 연구, 감염병 대

응·관리 교육, 진료 및 검진센터 등의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모듈러 건축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건축 공간으

로써의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응용할 수 

있게 한다면, 평상시 다용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오히려 의료 전문

가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환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더욱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음압격리병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검사·영상의학·의료물품 공급·의무기록 관리 등이 건

물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지휘통제실 및 감염병과 관련된 

물자, 약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효율

적인 의료 동선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 음압격리병실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체계 및 KCL의 역할과 그에 따른 목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세요.

이동형 음압병실 개발은 크게 4가지의 핵심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동형 병실 구조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솔

테크’라는 기업에서 신속한 해체  이동  설치가 가능한 이동형 병

실 구조체로 제작/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병실 내부를 음압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음압설비 기

술이며, 해당 기술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압설비와 

병실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기계/전기 설비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설

계 기법이 먼저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밭대학교 

설비공학과(조진균 교수)’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설계에 

따라서 실제 설비 시스템을 제작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주식회사 ‘센도리’라는 기업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기술들이 결합된 이동형 음압병실에 대해서 

과연 그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실증과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표준화된 모델과 제작/구축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Q.

Q.

Media Hot Clip 

KCL은 이동형 음압병실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평가와 함께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한 표준지침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 합류하는 기업과 대학은 평상시 KCL과 시험, 연구용역 등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고, 이번 연구사업은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개발 

개념과 추진 체계를 수립하여 각 요소 기술들을 확보한 업체와 대학을 

연계하는데 KCL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KCL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팀의 최종 목표는 국내 보급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진료, 치료가 

가능한 이동형 병원 구조물로의 확대 개발하여, 해외 수출까지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K-방역의 글로벌 진출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의 KCL 에너지소재센터 000-000-0000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개발 개념 및 목표

Ⅰ. 이동형 병동 구조체 개발

이동형 병동 구조체 모듈 구성

이동형 음압병실

Ⅲ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실증 및 표준지침 개발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성능 시험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표준지침 개발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구조성능 시물레이션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기후환경 시물레이션

Ⅱ 이동형 음압격리 병실 설비시스템 최적화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설비

전열교환 열화수 환기 장치 급기 또는 배기 단독 운전 송풍기

자율 확장 및 신속 설치·해제가 가능한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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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는 ‘공기 전파’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기 전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주요한 전염경

로로 공식 인정했다는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는 미세한 호

흡기 비말 및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공기 전파, 비말을 통한 분사 전파, 오염된 손으로 코와 입, 눈을 만지는 접촉 

전파 세 가지로 나누며 공기 전파를 감염 경로 가운데 첫째 항목으로 꼽았다. 따라서 앞으로 실내 공기 중 부유 바

이러스에 대한 제어 및 평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부유 미생물 저감성능평가 시험법 연구사업에 매진하다

미생물분석센터에서는 공기 중 생물학적 오염인자(Bioaerosol)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실내 공기 중 부

유 미생물(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감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첫 번째로 실내 공기의 대표적 생물학적 오염인자인 부유 세균에 대한 저감성능평가를 위해 대형챔버를 이용한 

공기청정기의 부유 세균 저감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ISO 16000-36:2018)을 제정하여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차량용 공기정화장치 등의 신뢰성 있는 제품평가를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관련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개체 수 증가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 시 천식 등을 유발하는 부유 곰팡이의 저감성능평가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여 ISO 표준을 제안하였고,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부유 바이러스가 실내의 중요한 오염인자로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부유 바이러스 시험인프라가 부족하고, 표준시험법이 부재하여 인프라구축 및 시험표준 제

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생물분석센터에서는 신종바이러스(CEVI) 융합연구단 연구사업을 통해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시험법 제

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대형챔버를 이용한 부유 바이러스 시험법을 확립하여 관련 제품평가를 

시작하였고, 표준제정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글 원경철 

KCL 미생물분석센터 

책임연구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의 주요한 전염경로로 공기 전파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실내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에 대한 제어 및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KCL은 오래전부터 공기 

중 생물학적 오염인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유 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에 관한 국제표준 등록, 이중 

구조방식의 미생물 전용 대형챔버시스템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시험법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택이 아닌 필수!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짐작은 했지만… 
공기전파, 코로나 
주요 감염경로로 
공식 확인

 - 한겨레 신문 5월 13일자 

美CDC 코로나 지침

비말입자 
공기흡입 감염도 
주요 전염

-  KBS NEWS 5월 8일자 

ISO 국제표준 제정 및 단체표준 제정 추진 현황 

 ISO 16000-36-2018 국제표준 제정 (2018.10)  : 공기청정기의 부유 세균 저감 성능 평가방법

 ISO/WD 16000-43 진행 중 (CD 단계, 2023년 제정 예정)  : 공기청정기의 부유 곰팡이 저감 성능 평가방법

 (사) 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 추진 / ISO NP 제안  : 공기청정기의 부유바이러스 저감 성능 평가방법

KCL의 신뢰성 있는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방법

대형챔버를 이용한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평가방법은 이중 구조방식의 미생물 전용 대형챔버시스템을 이용한 

ISO 16000-36 시험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8㎥ 와 30㎥ 챔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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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개요 및 주요장비

평가용 바이러스의 경우 부유 바이러스 평가를 위해 인체감염 바이러스를 넓은 공간에 분무하는 경우에는 미생

물적 리스크의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는 대체 지표로써 박테리오파지를 평가용 바

이러스로 선정하였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총칭이며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성을 가

지지 않고, 감염절차(숙주인식-숙주에 흡착(감염)-숙주 내에 유전자도입-숙주 내 복제·증식-숙주로부터 방출)

가 사람 및 동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tomizer대형챔버 Impactor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결과

BLANK

초기

(0 min)

60 min

제품 A 제품 B 제품 C

부유 미생물 저감성능평가 시장은 급성장 중 

공간살균기 및 서비스 시장은 국내의 경우 2019년 기준 약 4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약 122억 원 규모로 성장하

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전년 대비 206%의 큰 성장을 보였고, 2026년까지 연평균 5.4%의 비율로 지

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시장의 경우에도 2019년 기준 약 1,4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약 4,100

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04%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따라서 관련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한 공기 중 부유 미생물 및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인프라구축 및 표준개

발은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산업발전,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KCL은 관련 평가기술을 선도

하며 국민안전 향상과 기업 기술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KCL 미생물분석센터 031-389-9196 

바이러스 균주명

Bacteriophage Phi-X174
ATCC 13076-B1

바이러스 균주명

Bacteriophage MS2
ATCC 15597-B1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단일가닥 

DNA(ss DNA) 바이러스이며 환경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임. 사람에게 전염성이 

없고, 분석 감도가 높으며 빠른 시험이 

가능하고, 높은 적정 농도를 가졌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시험의 최적 모델로 평가됨

Leviv i rus에 속하며 외피가 

없고 약 26㎜ 지름의 정이십면체 형태이며 

단일가닥 RNA(ssRAN) 바이러스로 대장균을 

숙주로 가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로서 항바이러스 시험의 대체 

모델로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특성 특성

공간 내 항바이러스 제품 및 서비스 국내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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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살균 제품 및 서비스 세계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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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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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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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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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증가

*출처: Global Bio-decontamination Equipment and Service Market Size, Status and Forecast 2020-2026. QYResearch Group. December, 2020

INJECTION : 챔버 내부에 일정 농도의 바이러스 배양액 분사

OPERATION : 일정시간 동안 공기청정기 가동(일정시간 : 제품가동시간)

EVALUATION : 공기청정기 작동 전/후 부유바이러스 감소율 측정

(대조군 -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시간 후 부유바이러스 농도)

부유 바이러스 저감성능평가 대형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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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기술 안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

면서 많은 건축물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이를 계기로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었고, 내진설계 대상 품목도 확대되었다. 그동안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건축물의 주요 건축 구조요소에만 국한하여 다루어졌던 내진설계 기준이 커튼월, 

외장재,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건축 비구조요소로 확대되었다.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물의 붕괴보다 건축 비구조요소의 파손, 탈락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컸는데, 미국, 일본 등 지진 발생 시 비구조요소에 의한 피해 위험성을 경험한 선진국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성능평가 방법에 대해 마련해 놨다.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제2019-117호)를 통하여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관한 

「건축구조기준」일부 개정안이 고시되었으며, 지진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CL 옥외실증센터는 2019년 MRA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비구조 내외장재 내진성능 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동적 내진시험 장비를 구축했다. 본 시험 서비스를 

통해 커튼월 회사 등 건축 외장 업체가 내진성능이 우수한 건축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지진 피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커튼월 및 건축용 외장재 내진성능평가 방법

건축 비구조요소 중 커튼월 및 외장재는 지진 발생시 건물 구조부재에서 발생하는 층간변위를 수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은 P파 S파의 지진파에 의해 좌우/상하로 거동이 발생

하는데, 정지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횡변위를 유발하는 P파가 더 많이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평방향의 지진력은 건물 자체의 고유주기에 따른 진동을 유발하며 이러한 진동은 궁극적으로 

건물 각각의 층에 횡변위를 유발한다. 이때 건물의 바닥의 위치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층간 위치가 

이동하는 변위가 발생하는데, 이를 층간변위 또는 상대변위라고 한다. 

건축 비구조요소 동적 

내진시험 및 장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확보 필요성 대두 

우수한 기술력과 장비로 

재난 안전 분야를 선도하다 

글 장민수 

KCL 옥외실증센터 

수석연구원

(좌)지진발생시 건물의 거동, (우)동적 내진성능시험 장비 지진 거동 모식도

Normal Position First Mode

CONVENTIONAL CURTAIN WALL SYSTEM 

VERTICAL MULLIONS ATTACHED TO STRUCTURAL FRAME AT MORE THAN ONE STORY LEVEL 

Curtain Wall Frame Structural Frame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은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이 발생하면서다. 특히 

경주와 포항 지진이 발생 당시 건축 비구조요소의 파손, 탈락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컸고, 이를 계기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관한「건축구조기준」일부 

개정안이 고시되었으며,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와 내진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KCL 옥외실증센터는 신뢰성 높은 건축 

비구조요소 동적 내신시험 서비스와 장비 구축을 통해 지진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Third ModeSecond Mode

Rectangular Curtain Wall Frames

Distort into Parallel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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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는 건축물의 상대변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커튼월 및 

외장재는 상대변위를 가했을 때 탈락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변위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커튼월 및 외

장재의 내진설계 시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사가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거나, 실험적인 절

차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커튼월 및 외장재에 대하여 실험적인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정적(Static) 층간변위시

험 또는 동적(Dynamic) 층간변위시험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는 동적 내진성능평가 방법은 전무한 상황

이었다. 정적 층간변위 시험도 내진 성능을 평가할 수 있지만, 층간변위만큼 좌우 3회 정도의 변위를 가

해준 후 기밀 수밀 시험을 통해 건물의 사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사용성 측면에 중점을 둔 시험이다. 

반면 동적 내진성능시험은 정적 내진성능시험을 보완하는 시험 방법으로 정적 대비 더 많은 반복하중(최

대 200회 이상 사이클)을 가하고, 점진적으로 변위를 증가(최대 ±150mm)시키며 유리 혹은 외장재의 탈

락 여부를 판단하는 지진 안전성에 중점을 둔 시험 방법이다.

국내 최초 동적 내진성능평가 장비 구축

KCL은 2019년 서산 옥외실증센터에 17억을 투자하여 국내 최초 동적 층간변위를 가진 할 수 있는 동적 

내진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였다. 동적 내진성능평가 장비는 좌우 반복하중을 가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변위를 상승시켜 건물의 지진 거동을 모사할 수 있어 지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동적 내진성능평가 장비는 국내 유일한 커튼월 및 외장재 동적 내진성능평가 장비로 국내 최초 KOLAS 

인정을 받았으며, 최대 2개 층까지 시험이 가능하고, 가로 5m, 높이 8m의 실대형 시료에 대해 시험이 가

능하다. 동적 내진성능시험 관련 표준은 AAMA 501.6-18 표준에 의해 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표준 이

외에 X, Y, Z 3축에 대해 동적 내진성능시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시험장비이다. 내진 커튼월 및 외장재 

제품 개발 시 3축에 대한 통합 내진 특성 평가 및 초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지진 거동 분석을 할 수 있어 다

양한 비구조요소 내진제품에 대한 개발 및 성능평가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는 내진(특)등급 시설물에 적용되는 비구조요소 중 지속적인 기

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 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해서

는 내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KCL은 동적 내진성능평가 장비를 통해 관련 제품의 시험평가 서비스는 물론 내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국내 커튼월 및 외장재 제품의 내진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건축물 

지진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KCL 옥외실증센터 041-419-3210

동적 내진성능평가 가능한 건축 비구조요소(커튼월 및 외장재)

동적(Dynamic) 내진성능평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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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기관’ 선정되었고

이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중소·중견 기업의 성공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과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KCL의 원스톱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한다.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혁신 

KCL의 스마트한 컨설팅에 주목하라!
#2

스마트 공장 

구축의 첫 걸음,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1 

스마트공장의 

성공적인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는 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제조 수준을 객관적

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KCL은 2020년 진단보고서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 기관 선정되어  

스마트 제조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현재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 및 확인하는 정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중소·중견 제조기업

진단비용  무료(100% 정부지원)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신청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3년 유효)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진단보고서 제공

정부지원 혜택

구분 인센티브

공공구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중소벤처기업부)

 * Level 1~2(1점), Level 3(2점), Level 4~5(3점)

R&D

• 공정품질R&D(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가점 부여(2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비율및 보증료우대(스마트공장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및 보증료우대(SMART공장 협약보증)

•중진공스마트공장수준확인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대상(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문의 KCL 산학연협력팀 이채미 선임연구원 02-3415-8819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KCL은 평균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검증된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전문가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공장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을 돕는다. 이를 위해 참여기업에는 전문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관련 정부사업의 

기획지원,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략수립 지원(컨설팅 지원 및 구축 중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신청자격  중소·중견 제조기업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신청

지원내용 

• 원포인트 멘토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멘토링식 컨설팅(1~2일)

• 기본 및 심화 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상담 및 지도

  * 기본(5일)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개선방안 도출 3일 

  * 심화(10일)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요소별 세부 진단 3일, 개선방안 도출 5일

정부지원 혜택

구분 원포인트 멘토링1)
컨설팅 지원2)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총 비용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지원금액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자부담(지방비+기업) - 250만원 500만원

주 1) 원포인트 멘토링 : 자부담 없이 정부지원금 100% 지원

주 2) 기본 및 심화 컨설팅 매칭 비율 : 정부(50%), 자부담(50%, 지방비 일부 지원 가능)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	활용	가능(세부과제	도출)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지원	시	필수교육*	참가	면제

			*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	산업분야	및	제조	공정별	IT솔루션	및	기술	연계	등	

 문의 KCL 산학연협력팀 이상준 책임연구원 02-3415-8854

수준확인 심사원의 역량을 높여 드립니다!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교육내용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개요, 스마트공장 이해 및 사례연구, 심사보고서 작성 등

교육대상   수준확인 심사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전문가

심사원 자격    박사 및 기술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 

* 외부 심사원교육 일정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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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지원

“그래! 도어록을 문 속에 빌트인 형태로 

매립하고 손잡이는 자동차처럼 내장형으로 

만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

여러 번의 설계 변경과 시제품 제작을 통해

제품을 완성했지만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기존 인증체계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6개월 이내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새로운 구조를 

가진 제품이어도 

문제없이 인증이 

가능하겠네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융합 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 획득 제품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 심사 시 가점 부여 혜택이 있고, 

중기청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에 포함되는 등 

공공시장에 진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CL은 인증 대상 발굴, 시험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발, 제품 시험, 

공장심사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기관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시제품 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분석해주고 보완방법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KCL에서 산업융합신제품 인증 획득을 지원한 ㈜YNE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의 KCL KS인증팀 02-3415-8763

KCL의 서비스 덕분에 ‘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락’을 

완성해 산업융합신제품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고 

제품 판매를 위한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할 뻔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KCL이 도와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위탁:인증기관)

적합성인증협의회

KCL(시험·검사기관)

융합신제품
제조·판매자

④  기준검토 
요청

⑥  시험검사 
요청

①적합성 인증 신청

③대상여부/소요기간 통보

⑧적합성 인증 발급 ⑨고시

소관
행정기관

⑤기준제정

⑦시험검사

②대상여부/소요시간 
협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빨리 빛을 볼 수 

있겠네요!

기존 KS표준과 

다른 아이디어 제품이라 

KS인증은 어렵다는데 어떡하죠?

공동주택에 납품하려면 

인증을 받으셔야 해요.

하마터면 사업화를 

포기할 뻔했는데… 
산업융합신제품인증을받으면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은 KCL에 해답이 있었다.

도어록 제조업체에서 30년간 근무한 A씨는 뉴스를 보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손잡이에 얼굴을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이 얼굴 부분과 높이가 

비슷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할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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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은 지난 6월 16일 창원시 성산구 산남동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산업

자원통산부, 경상남도 등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기업 기술·금융 지원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경남의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연구기관과 상생협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

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경남지역 5개 연구기관 및 5개 금융기관이 참여

했다. 

연구기관은 KCL을 비롯한 한국재료연구원, 한구전기연구원, 한국자동차

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이며, 금융관련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KCL 등 지역 연구기관은 친환경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해 우수기술 여부를 평가·검증하고 기술평가보고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기업과 협의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KCL은 정온수송포장(Temperature Controlled Supply Chain)에 대한 ISO 표준  

2건에 대해 등재를 완료했다. 김종경 KCL 패키징센터 수석이 총괄하여  

등재된 ISO 표준은 △ISO 22982-1:2021 △ISO 22982-2:2021이다. 김종경  

수석은 TC122(포장)분야 정온수송포장에 작업반(Working Group 16)을 개설 

하고 컨비너겸 프로젝트 리더로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 전문가가 참여해 

이번 표준안을 완성했다. 채택된 ISO 표준은 △수송포장- 소화물 정온수

송포장- 1편: 일반 요건(Transport packaging — Temperature-controlled 

transport packages for parcel shipping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수송포장- 소화물 정온수송포장- 2편: 시험방법(Transport Packaging — 

Temperature controlled transport packages for parcel shipping — Part 2: 

General specifications of testing)으로 정온수송과정에 있어 일반요건과 시험

방법 등을 규정했다.

KCL은 지난 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한다. KCL은 평균 20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스마트

공장·제조혁신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에 전문 컨설팅 보고

서를 제공하며, 기술개발 관련 정부사업 기획지원,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KCL은 지난 6월 23일 산업자원부의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센터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다.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산학클러스터관(예정)에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KCL은 인천대와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생분

해도 평가, 분해 산물의 생태독성평가, 플라스틱 온실가스 저감 확인을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평가 등 시험 및 평가·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분해성 플라

스틱의 생산-폐기-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KCL은 지난 4월 8일 인천시 화이트 바이오산업 집중육성을 목적으로  

세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시와 전문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개발 등 사업화 지원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KCL은 지난 5월 14일 서초구 양재동 호반건설 신사옥 호반파크에서 호반건설과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건설자재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 기술검증 및 연구 

개발 ▲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검사 지원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 교육  

지원 ▲스타트업 신기술·신자재 공동개발, 표준화, 사업화, 특허출원 협력  

▲주택 건축자재 특수시험 분야 바닥충격음, 내화시험, 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시험·평가 ▲건설자재분야 등 기술분야의 공동연구사업 개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건물에너지 등에 대한 R&D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KCL은 충청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12일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하며,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청남도에서는 ‘위기의 굴뚝 일자리, 친환경 미래 

일자리로 전환’이라는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메꾸고,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

리티 산업으로 전환함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328억 원 등 총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해 연간 1,100여 명, 5년간 총 5,53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CL은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위기 산업 

재도약을 위한 인증지원을 목표로 친환경 소재부품 전환을 위한 시험·성능

평가·인증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제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

화와 지역산업 고용위기 극복을 통한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CL은 지난 6월 10일 영남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기술인 교육 및 훈련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말(`21년 12월 31일)에 건설기술인 

기본·최초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교육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양  

기관의 우수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교육운영 및 인력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비대면 서면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품질관리 교육 공동협력 ▲건설기술인 교육분야 상호 강화 협력  

▲기타 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상남도 미래 모빌리티 혁신기업 기술·금융 지원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수행기관 선정

영남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기술인 교육 및 훈련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KCL, 콜드체인 ISO 2건 등록 완료 KCL,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 

호반건설과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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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KCL 생활·보건본부, 금천구 내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금 전달

KCL 건설본부, 충북지역 장애인시설에 지원금 기부 KCL 부품소재본부, 어르신과 증증장애인에게 사랑의 기부금 전달

KCL 생활·보건본부는 지난 6월 28일 금천구청 9층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갖고 금천구청에 1,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윤갑석 KCL 원장, 유성훈 금청구청장, 이상철 KCL 생활본부장, 이진규 KCL 보건본부장, 김미희 금청구청 복지가족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성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회 취약 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다.

KCL 건설본부는 지난 6월 7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기금 9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충북모금회를 통해 충북지역 장애인시설 3곳에 

각 30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KCL 부품소재본부는 지난 6월 21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만수종합사회복

지관에 어르신 급식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시설 하늘채에 500만원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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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탄소 중립과 녹색 일자리 창출은 필수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전 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없이

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악화일로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녹색 일자

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과 기업은 도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강국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그린뉴딜로 미래 글로벌 경제 선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강화에 글로벌 기업들도 화답하고 있다. 

한국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그린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고 있다. 친환경·그린뉴딜에서 뒤처질 경우 글로벌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서다.

건설산업에서 친환경·그린뉴딜은 피할 수 없다. 친환경 건설에 미래 성장동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경영의 주요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 전 분야에서 저탄소·친환경 프로세스를 펼쳐야 한다. 

주택은 물론 도로와 철도 등의 인프라 구축 공사에도 저탄소 건축 작업이 불가피하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건축물 리모델링과 교통시설 구축도 필수다. 특히 주택 등 주거 건축물은 획기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한다. 모듈러(Modular) 주택과 패시브(Passive)·액티브(Active)하우스가 그것이다.

모듈러 주택은 모듈화된 유닛을 공장에서 만들고, 건설 현장에서 쉽게 설치하는 주택이다. 공사 기간 

감소와 먼지나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조립주택이어서 해체와 이동도 쉽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알맞은 주택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듈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패시브 하우스도 보다 적극 도입해야 한다. 열 손실을 최소화한 친환경 주택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일반 주택의 10% 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하우스도 친환경·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주택이다. 태양광과 지열,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 사용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인구와 건축물이 집중한 고밀도 도시의 고품격화를 위해서도 친환경·그린뉴딜은 필수다. 기존 도시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소비 건축물로  

바뀌어야 한다. 신도시는 최첨단 ICT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시티를 통해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에 있다. 모든 산업의 토대인 건설 분야의 친환경·그린뉴딜없이는 

녹색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친환경 건설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서 많은 

건설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친환경·그린뉴딜이 건설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건설사들도 그린뉴딜 선도 경쟁

건설업계도 친환경·그린 뉴딜로 가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역량을 키우고 

있다. 친환경 그린뉴딜 역량을 키우고, 실천하지 못하면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사업부문과 

에너지 기술부문을 신에너지 사업부문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건설업에서 쌓아온 핵심 역량과 친환경 신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고도화선진화에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초 폐기물 처리업체 3곳을 인수했다. 

현대건설은 수소연료 발전, 해상풍력,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팜, 바이오 가스, 오염토지 정화 

등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건설 사업 등에 친환경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설업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문서 리스크 분석프로그램 ‘DAIA’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  

친환경 녹색경영을 앞세워 그린뉴딜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고 있는 GS건설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31.86%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장 조성,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안내용 AI로봇인 ‘자이

봇’으로 모델하우스 안내에 활용하는 그린뉴딜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부터 BIM 

담당 인력 편입, 인공지능(AI),빅데이터, 3D스캔, 드론 분야 등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지난 6월부터 

‘스마트건설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력 확보와 친환경 건설 실천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그린뉴딜 전환 늦어

건설기업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건설업계의 친환경·그린 뉴딜로의 전환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 

되고 있다. 그린뉴딜이 시대적 당위성으로 가고 있음에도 건설현장의 친환경시설 설치, 스마트 건축물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업계의 친환경·그린뉴딜 정책이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법과  

건설산업법 등 각종 관련 법 개정과 세부적인 정책모델 개발, SOC사업의 디지털화 지원, 노후화 인프라 

그린리모델링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업계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수혜’만 기대하지 말고 각 사가 친환경 그린뉴딜에 보다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자연환경 파괴적인 건설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에 친환경·그린뉴딜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산업의 친환경 그린뉴딜 선도를 기대한다. 

친환경·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환경과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장기화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모두에게 

친환경·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지구촌 모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자연재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글로벌 

각국과 산업 전 분야에서 ‘친환경·그린뉴딜’을 부르고 있다. 

그린뉴딜은 건설업 

혁신성장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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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mRNA 방식을 

활용했다. mRNA는 설계도 원본인 DNA를 사용하기 쉽게 만든 복사본

인데 이를 활용하면 우리 몸 내에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달라붙을 때 쓰는 돌기

(스파이크)의 mRNA로 만들었으며 인체는 이를 인식해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없앤다. 1년 전까지만 

해도 mRNA를 활용한 백신 개발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 mRNA를 활

용한 백신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승인

했던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백신 개발

에 걸리는 시간인 15~20년을 1년으로 크게 단축했던 만큼 안전성이 의

심된다는 지적도 잦았고,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전까지 상용

화는커녕 FDA의 품목허가 승인조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조그마한 

스타트업이었다. 

지난해 여름까지 모더나는 실적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시장을 현혹

해 주가를 부양하고 이를 통해 경영진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난을 감수

해야 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다. 모더나의 1분기 매출액은 2조 1,800

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90억 원에서 250배 뛰었다. 인류는 바이러스와

의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무기를 얻었다. 1년 내 개발할 수 있는 

mRNA 백신이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된 만큼 코로나 이후

의 싸움에서도 인류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사는 어디일까. 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이다. 

1897년 동화약방에서 시작한 역사는 1896년 설립된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로슈에 비견된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은 쉽지 

않았다. 국산 1호 신약은 1999년 7월 15일 위암치료제 선플라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탄생했다. 동화약품의 설립부터 자그마치 100년 이상 

걸렸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전체 벤처펀드 투자액의 3분의 1이 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에 몰렸다. 창업 초기기업임에도 수백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 분야 투자액은 

1조 1,97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정부도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6% 확보를 약속하고 매년 4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에서도 ‘돈이 없어 회사를 차리지 못하는 건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의 화이자는 백신 출시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과학이 이긴다(Science Will Win)’고 쓴 문구를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바빴던 인류지만 

1년 만에 파훼법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과학 기술의 진보는 덤이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mRNA, PCR, 바이러스, 항체, 진단키트와 같은 생소

했던 단어들이 익숙해졌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마지막 대목에는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를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을 몰아넣을 것”

이라는 구절이 있다. 백신과 항생제를 다룰 수 있게 된 이후 인류는 감

염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실제 천연두 등 몇몇 질

병은 박멸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성 질환은 전체 사망의 25%

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1억 8,000만 명이 감염되고 380만 

명이 사망한 코로나19도 포함된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꿨다는 말

이 이제는 지겨울 지경에 이르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논의도 활발하다. 비대면(언택트) 서비스인 게임, 

메타버스, 화상 업무, 이커머스가 주류로 떠오른 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와 함께 주목받은 분야가 있다.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산업인 제약·바이오다.

하지만 여전히 K바이오는 걸음마 상태다.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투입한 R&D 자금이 20억 달러(약 2조 2,500억 원)인 반면 국내에는 매출 

2조 원이 넘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없다. 

2015년 한미약품의 기술수출로 ‘바이오’라는 산업이 시장에 인상을 

남긴 지 겨우 6년. 성과를 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바이오 열풍이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의 판박이라고 주장한다. 

바이오산업 고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 사상 최대 유동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버블’이라는 게 요지다. 임상시험 결과가 좋을 것처럼 

발표해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뒤, 주가가 오른 주식을 처분하는데 

급급했던 일부 바이오벤처의 경영진도 부정적인 인식에 한몫 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전통 제약사뿐 아니라 바이오

벤처들도 꾸준히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수출에 성공하고 있으며 셀트리

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글로벌 톱10 제약사와 맞설 정도로 성장했

다. SK바이오팜은 독자 개발한 신약을 미국 시장 내 성공적으로 출시했

고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놓았다. 

팬데믹 속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거듭났다. 

지난해 진단키트 열풍 역시 그동안 쌓아둔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이 폭발한 

사례 중 하나다. 닷컴버블 이후 새롬기술, 싸이월드 등 수많은 기업이 

사라졌다. 하지만 네이버,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은 살아남아 대기업

으로 성장했다. 

바이오 열풍 속에서도 누가 살아남고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

남은 기업이, 지금 걸음마 단계인 K바이오가 코로나19 이후 다른 이름

으로 나타날 신종 감염병의 공격에는 인류를 살리는 구원자가 돼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글 우영탁 

서울경제신문 기자

K-BIOK-BIO

      과학이 이긴다

      K바이오 미래동력인가? 버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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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윤병효 

전기신문 기자

우리 사회에 전기차는 

왜 필요한가?

2016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파리기후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을 통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

화 이전 대비 최소 1.5도 이내로, 최대 2도 이내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선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가장 먼

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

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7억 2,760만CO2eq이며 이 가운데 에너지 배출 비중이 86.9%(6억

3240만CO2eq)로 절대적이다.

에너지 분야의 탄소배출량 가운데 발전 등 에너지산업 비중이 45.5% 

(2억 8,760만CO2eq)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건설업 비중이 

29.5%(1억 8,660만CO2eq), 이어서 수송이 15.5%(9,810만CO2eq)

로 많다. 즉 국내 분야별 탄소배출 비중에서 수송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송 부문의 

친환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가 정의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차(HEV), 플

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전기차(BEV), 수소차(FCEV)가 있다. 

이 가운데 이론적으로 탄소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은 전기차

와 수소차이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전기차 확대 필수

• 원재료 중국의존도 심각, 새 공급망 구축 필요

• LG·삼성 차세대 기술 개발…SK 안정성 초점

전기차의 무한변신, 

배터리에 달려있다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냐 업그레이드 

리튬이온이냐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서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곳은 삼성SDI이다. 

삼성SDI는 삼성종합기술원과 함께 오래전부터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소재 중 전해질을 고체로 전환해 화재 취

약성을 제거한 것이다.  하지만 음극 소재로 사용하는 리튬메탈이 

반응성이 워낙 강해 사고와 같은 충격이 가해지면 오히려 더 위험

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은 리튬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 배터리를 탑재한 무인비행

기가 최대 고도 22km 성층권에서 7시간 동안 비행에 성공했다.

리튬황 배터리는 이론적 에너지밀도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최대 5배 많고 값싼 황을 사용해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 

하지만 수명이 매우 짧아 현재로선 적용 범위가 크지 않아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K이노베이션은 다른 방식을 개발하기보다

는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전략

을 잡고 있다.

이존하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개발센터장은 9일 인터배터리 2021 

컨퍼런스에서 “향후 배터리 시장의 핵심은 단연코 안전성이 될 것

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2035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자사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서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

지 않은 점을 자랑하며 그 배경으로 Z폴딩 기법, 자회사 SKIET의 

우수한 분리막 사용, 열 관리 기술 등을 꼽았다. 

전기차는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했다가 운행에 사용한다. 

외부 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으로 생산됐다면 전기차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탄소배출을 실현할 수 있

다. 이것이 수송의 친환경 차원에서 전기차가 필요한 이유이다.

광물價 변동에 출렁이는 배터리산업, 

새 공급망 필요

배터리는 기능면뿐만 아니라 단가면에서도 전기차의 핵심이다. 

전기차 총 원가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가격은 매우 비싸다. 

배터리 가격이 비싼 이유는 비싼 광물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는데 용량에 직접 영

향을 주는 양극재에 특히 많이 쓰인다. 

국내 배터리업계가 채택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는 니켈 계열의 

3원계 양극재를 사용한다. 3원계 양극재는 니켈(N), 코발트(C), 망

간(M)으로 구성된 NCM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A)으로 구성된 

NCA가 있다. 올해부터는 NCM의 고용량과 NCA의 안정성을 혼합

한 NCMA 4원계 양극재도 공급되고 있다. 

니켈과 코발트는 금속 중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하다. 한국자원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니켈 가격은 톤당 1만 8,000달러, 코발트 가

격은 톤당 4만 2,500달러이다. 가격이 급등한 철광석 가격이 톤당 

207달러인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싼 금속인지 알 수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원가 절감을 위해 양극재의 전단계인 전구체 등

을 거의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상황에서 볼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배터리업계는 원재료의 공급

망을 새로 구축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의 

핵심은 배터리다

국내 전기차 중 가장 최신 모델인 현대차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는 

대략 400~420km이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 정도 배터리 성능이면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업계는 600km, 700km가 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이 한창이다. 이는 전기차의 핵심 진화 포

인트인 자율주행과 라이프스타일 때문이다.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해 자동으로 운전하

는 자율주행은 기술성숙도에 따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 5가 실현되려면 자동차가 완

벽하게 모든 도로 상황을 인지해 주행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만

큼 배터리 소모도 빨라진다. 

몇 년 후 전기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 공급원이자 하나의 라이

프스타일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완성차업체 포드는 대표 픽업트럭인 F-150의 전기모

델을 선보이면서 눈길을 끄는 장면을 공개했다. 트럭에 전선 코드를 

꼽고 전기톱 등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다.

앞서 현대차도 아이오닉5를 출시하면서 야외에서 차에 코드를 꼽아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을 광고에 연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기차는 어디서나 전력을 쓸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ESS)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주행거리 이상의 배

터리 용량이 필요하다.

전기차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훌륭한 작업공

간이 될 수 있다.

이미 전력 공급은 가능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좌석을 변형시켜 데

스크로 꾸미면 조용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 등 사무작업이 

가능한 작업실이 될 수 있다. 영화관람, 음악감상, 간단한 회의도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자율주행과 라이프스타일이 결합된다면 전기차는 끝없이 진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배터리의 충분한 용량을 전제로 한다. 배터리 

기술이 계속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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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성규 

특허법인(유) 화우 

대표변리사

특허(Patent)

특허의 어원은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이

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

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94조). 

즉, 특허는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기술을 최초로 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

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것이 금지되

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돈이 되는 특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실용신안(Utility Model)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서(실용신안법 제4조),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실용신안법 제2조). 즉,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실용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실용신안권의 권리존속기간은 특허와는 달리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특허는  

20년이다).

디자인(Design)

디자인이란 물품(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고 상기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산업재산권의 

이해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특허 (고도한 발명)

•자동차 명칭

   (제네시스, 그랜저 등)

•제작사 명칭

   (현대, 도요타, BMW 등)

상표(상품의 명칭)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디자인(물품의 외관)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

실용신안(Life Cycle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

부끄럽지만 필자도 공과대학을 다녔으면서도 특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내왔다. 그런데 21세기 경제 환경이 자

본과 노동 중심에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술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경영의 요체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역량을 결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상기 지

식재산권을 이해하면서 특허를 알게 되었다. 

상기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

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또한, ‘지식재산권’ 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3항), 아래 표에서와 같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한다.

또한,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특허’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첨담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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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또한, 디자인 등록요건은 공업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고(디자인보호법 제9조). 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

통되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

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된다. 

상표(Trademark)

상표(Trademark)란 상품을 생산 ·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

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

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제1호), 상표권은 이

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

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선택에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사용자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 가는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

특허제도의 목적 및 특허요건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특허법 제1조)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

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기술 공개를 통하여 공개

기술이 활용되고, 발명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 국가에서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의욕을 고취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①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특허법 제29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③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진보성).          

  

특허출원은 기술개발부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서부터 선행기술조사, 담당변리사와의 상담 등 상당한 시

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특허도 돈이 있어야 출원한다는 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에는 어느 분야에서나 특허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허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심지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획득한 최근의 특허발명도 그 특

허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이는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개발 또

는 특허출원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한 조달 우수제품이나 

건설신기술신청 등에서 반드시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신청제품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모두 일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에

는 한국특허정보원의 객관적인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특허는 돈

이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 우리 특허법에서는 특허요건으로 ①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제29조), ②또한,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돈이 되어야 하는 특허,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산업(産業)상 즉, 인간의 생활을 경제

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하는 활동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의 니즈(Needs)가 있어야 한다. 종래 기술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확실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항상 답은 시장(현장)에 있는 법이다. 

셋째, PLC(Product Life-Cycle, 제품수명주기)가 체크되어야 한다. PLC란 하나의 물품이 시장

에 도입되어 폐기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수명의 장단(長短)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업

이 중요시해야 할 부분은 도입기와 성장기이며, 기업은 성장기에 현장에 적용할 만한 특허기술 

물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음 신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의 니즈가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확한 차이점과 우월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물품의 제조가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위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

는 재료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 

여섯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발된 물품의 사용

방법이 쉬워야 하며, 제품사용에 특별한 기술이나 교육이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곱째, 잠재고객의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경쟁사와의 비교했을 때 비용대비 퀄리티가 있어야 한다. 

특허출원명세서는 반드시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작성해야 한다 

특허발명을 출원할 때 특허출원명세서를 그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작성해야 한다.  

R&D 과정에서 도출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발명자가 직접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해

서 직접 출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그러나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의 나열

이 아니고 개발된 기술을 경쟁기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작성해야 한다.

즉, 특허청구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기재된 명세서는 특허 등록의 가능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보호범위가 극히 작아 특허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거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기

술에 대한 욕심 때문에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넓게 기재된 경우에는 특허 심사과정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결정되거나 설사 특허가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업화 과

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쉽게 무효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

만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단 특허가능하면서 보호범위가 넓은 정도의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는 돈이 

되어야 한다

64 65



KCL & 
CULTURE
KCL이 만난 사람   
디지털 문명의 표준,  
마음을 휴머니티로 가득 채우는 것
최재붕 교수 

트렌드 이슈   
자동차 극장,  
너의 매력은 어디까지니? 

행복레시피

일상에 초록빛 자연을 들이다 
반려식물 기르기 

 내 몸 처방전 

   온택트 시대,  
당신의 눈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KCL 하반기 교육일정 안내

 
 QUIZ & KCL CHANNEL

68

72

74

76

78

79KCL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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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탄생 이후 시작된 폰을 든 인간.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를 알린 

최재붕 교수가 포노 사피엔스의 코드 9가지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되는 문명의 대전환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새로운 세상의 표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4차 산업혁명 

권위자 최재붕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Change 9,
Change Life!

디지털 문명의 표준, 

마음을 휴머니티로 

가득 채우는 것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문명의 대전환을 주도하는 포노 사피엔스의 출현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 세상은 또 얼마만큼 달라졌나요?

↘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했듯 지난 10년 간 지지

부진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6개월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강제로 디지털 문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전에는 

디지털이 싫다는 사람들이 안 해도 괜찮은 분위기였다면 

이젠 그럴 수 없어요. 싫어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반응도 긍정적이에요. 대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평가를 설문했는데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 원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어요. 

의외네요.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온라인 수업에 회의

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경험해보니 장점이 많았던 거죠. 교수, 학생 모두 다른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에서 교수들의 

교육 컨텐츠 퀄리티가 더 올라가게 되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세계관이 달라진 겁니다. 재택근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90%가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희망한다고 했어요. 바야흐로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서 <Change 9>에서 메타인지, 상상력, 회복탄력성, 팬덤, 진정

성과 실력 등 포노 사피엔스가 갖춰야 할 아홉 가지 코드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 코드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디지털 문명을 일으

키고 키워가는 기업들이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들여다보니 디지털 문명을 슬기롭게 잘 적응하고 리드하는 

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른 표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력의 

기준이 다르고, 상상력의 기준도 달랐죠. 또 근본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과거는 자본이나 방송 

시스템, 권력이 장악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지배

하는 시대가 됐죠. BTS가 대표적입니다. 자본과 방송권력 

없이 성공했잖아요. 룰이 달라졌어요. 실력과 상상력과 진정

성을 디지털에 버무려 만든 팬덤이 기존 시스템을 압도하는 

시대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눈부신 성과죠. 말씀하신 대로 BTS가 기존 

시스템으로 접근했다면 이만큼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빌보드 차트에 4주 연속 1위를 했다

고요. 빌보드 역사상 딱 13곡이랍니다. 그 안에 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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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디지털 세계는 실존하지 않지만 그 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로 세계관을 확장해야 

해요. 앞으로의 세상은 자본과 별개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

에겐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만 디지털 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거에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MZ 세대들은 영향이 없겠지만 기성세대로 

불리는 5~60대 장년층은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자꾸 배워야죠. 디지털을 믿어야 하고요. 중장년 기성세대가 

MZ 세대보다 지혜롭지 않아서 밀려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다만 디지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마음의 장벽을 깨고 배우고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표준을 디지털로 옮겨야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홉 가지 코드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코드가 있을까요? 

↘

‘팬덤’입니다. 지평생막걸리라는 막걸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1925년에 설립됐죠. 잘 이어오다가 2010년에 망할 뻔했어요. 

매출도 오르지 않고 직원도 3명뿐이었죠. 아들이던 김기

환 대표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막걸리에 도전해보겠

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SNS에 마케팅을 했을까요? 

디지털 문명의 특징은 정직하고 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맛 

없는 걸 마케팅 했다가는 더 빨리 망합니다. 김기환 대표

는 먼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

요.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맛을 바꿉니다. 테크닉이 아

니라 고객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게 팬덤

입니다. 지평생막걸리의 매출은 2억에서 200억이 됐습니

다. 디지털 문명을 이끄는 건 팬덤이예요. TV 광고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사

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디지털이라고 하면 차가운 기계 문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이어야 해요. 도덕적 

잣대가 더 엄격해졌어요. 휴머니티에 대한 갈증이 무척 높죠.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녹음과 녹화가 자유롭고 그걸 

언제든지 퍼뜨릴 수 있습니다. 뒷광고를 했다가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사라졌어요. 학폭에 연루된 스타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답지 못한 행동은 하면 금방 들통나는 거에요. 

룰이 바뀐 겁니다. 더 인간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개인이건 

조직이건 인간다움을 잊지 않고 팬덤을 만들어 나가야 지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디지털 문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

코로나를 겪으며 이미 증명이 됐죠. 우리는 아주 슬기롭게 

극복했지 않습니까? 사재기가 없었고, 확진자의 동선이나 

백신접종도 디지털을 이용해 빠르게 정리됐어요. 데이터상

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 세계 1위이고 

모바일뱅킹 사용자 비율 70%, TV 대신 유튜브를 보는 

사람의 비율이 60%입니다. 디지털 문명을 적극 활용한다는 

지표죠. 특히 MZ세대의 디지털 수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중국과 더불어 3대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대한민국 세계 8대 선진강국이라고 

했고, 모노클이라는 잡지에서 독일에 이어 문화강국 세게 

2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했죠.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가 

우리나라의 ‘베이비샤크’ 영상입니다. 

유튜브는 전세계 표준 미디어잖아요. 그 생태계에서 1위를 

한 겁니다. 인지도나 자본으로 보면 디즈니가 1위를 했어야

겠죠. 한국의 베이비샤크가 엘사를 이긴 겁니다. 디지털 

문명 수준으로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봐요. 슬기롭다는 뜻의 

<포노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변

화를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를 중심으

로 스마트폰 시대의 지각변동과 현대인이 

갖춰야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조언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이 왜 소비행동의 변

화를 이끌어내고 문명의 변화로까지 이어

졌는지 분석하고, 산업의 변화를 신인류의 

소비행동 변화와 연계해 다룬다.

최재붕 교수s̓ Book

<CHANGE 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

다. <CHANGE 9>은 코로나19 시대의 변

화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속화한 포

노 사피엔스 문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

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9가지의 방

향을 제시한다. 

사피엔스. 최재붕 교수는 우리는 분명 슬기롭게 디지털 문

명을 맞이할 수 있을거라며 당부했다. “혁명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문명의 표준에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KCL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 모두 확장된 세계관으로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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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 편의 러닝타임은 보통 2시간 내외지만 자동차 극장

은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3~4시간 이

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방문하는 게 좋다. 

자동차에서 영화를 볼 때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음성을 

듣게 되며, 요즘같이 일교차가 클 때는 히터를 위해 장시간 

동안 시동을 켜놓는 운전자들이 많다. 원래 극장 공간에서

는 공회전이 법으로 위반되진 않지만 간혹 내 차 전조등 불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염려하는 이용자

들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

를 P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면 전조등이 꺼진다. 차

종에 따라 전조등 또는 후미등이 소등되지 않는다면 매점에 

가서 신문지와 가림막, 테이프를 받아와서 불빛을 가려도 된다.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장시간 공회전이 신경 쓰인다면 스마

트폰 라디오 기능을 사용해도 된다. 

자동차 극장은 일반 극장보다 스크린이 작다. 

최근에는 온라인 예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동차 특성상 현장

에 방문해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

리가 없으면 스크린에서 멀거나 차량의 차고가 낮으면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상영 정보를 확

인하고 현장에 일찍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좋

다. 참고로 앞에서 3~4번째 줄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다.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일반 영화관과 다르게 

영화를 보면서 일행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음식들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관람객을 위해서 모든 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전조등을 물론 실내등, 브레이크등 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그리고 시동을 켜둔 상태로 영화를 관람할 땐 계

기판의 빛이 나오지 않도록 옷으로 덮어두는 것이 영화 집중

에 더 좋다. 그리고 상영중에는 실수라도 경적을 울리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영화관 에티켓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쓰레기 처리다. 내가 먹고 싶은 외부 음식을 포장해오는 

건 좋지만, 먹은 음식과 쓰레기 처리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매점 등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마스크

를 착용하는 매너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극장은 야외 특성상 해가 지는 저녁 7시부터 심야 

시간대에만 편성된다. 그리고 날씨의 영향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극장, 

너의 매력은 어디까지니?

Come Back Drive-in Theatre

자동차 극장은 가족·연인들이 자주 찾는 데이트 코스로 

2000년대 중반까지 인기를 이어갔지만 식당, 쇼핑시설 등을 

모두 갖춘 대형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내리막길

을 걸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사람

들이 급속도로 줄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영 시간 내내 

불특정 다수와 함께 실내에 머물러야 하기에 전염에 대한 우

려가 큰 것이다. 하지만 대형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재미와 

감동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TV 예능 프로

그램 등에서 출연자들이 자동차 극장을 방문한 것이 다수 

방송되면서 대중들에게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자동

차 극장 측에서도 열감지 카메라를 활용한 발열체크, 손 소

독 등을 실시하고, 스크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홍보 영상

물 및 예방수칙을 표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반려견, 반려묘 등 애완동물까지도 함

께 입장이 가능해 기존 극장의 진입장벽까지 낮춘 점도 자

동차 극장의 역주행에 한몫을 거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영화 마니아는 요즘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다. 제아무리 OTT(Over The Top Service,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인기라도 큼직한 화면이 주는 감동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 그래서일까.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자동차 극장이 다시금 큰 호흥을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 여름,  ‘집콕’에서 벗어나 양파 같은 매력의 ‘차콕’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떨까?

되돌아온 추억의 
자동차 극장 

자동차 극장 
제대로 알고 즐기기  

Tip 여름날의 낭만을 채워 줄 자동차 극장 정보 

양평 자동차 극장

인근 수목원과 레일바이크 입장권 제시 시 3,000원 할인이라는 

제휴 혜택이 있어 주변 관광지와 함께 들리기 좋은 곳이다. 

입장 차량이 적은 편이라서 긴 대기시간이 힘든 타입에게 안성맞

춤인 곳이다. 

 문의 031-773-7893,  www.ypdit.co.kr

여수 자동차 극장 

세계 최고의 자동차극장 전용 영사시스템을 도입해 최상의 화질

과 선명함을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카니발형 자동차극장으로 사

계절 모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이다. 

 문의 061-691-6263, www.yeosudit.com

대전 자동차 극장

장태산자락에 위치하여 맑은 공기와 시원한 강바람, 그리고 한적

한 분위기가 그만인 곳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15분전에 미리 입

장하면 로얄석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42-863-0104,  www.expocinema.co.kr

울산 블루마씨네 자동차 극장 

울산 정자해변에 위치하여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함께 로맨

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2개의 관으로 나누어져 있

어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52-298-6622, www.blumac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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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초록빛 
자연을 들이다 
반려식물 기르기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과 고립감은 더 심해져간다. 

이럴 때 ‘반려식물’이 건네는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초록을 향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는 이때, 삶의 활력을 안겨줄 반려식물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초록 생명이 전하는 일상의 위로

가족과 친구를 자주 마주하기 어려워진 요즘, 현실에서 함께할 존재가 

필요해진 우리에게 반려식물은 안정감을 준다. 초록 식물은 반려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에 비해서 비교적 손쉽게 키울 수 있으며, 씨앗에서 새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기쁨은 물론 지적 호기심까지 충족된다. 또한 초록 식물을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

고 산소를 방출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유기화합물을 없애 주고, 

우리 몸에 유익한 음이온을 생성한다. 음이온은 통증 완화, 혈액 정화, 자

율신경 조절 및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려식물, 초보입문자라면 꼭 알고 시작하자!

적은 비용과 준비물로 소박하게 

반려식물을 처음 키운다고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초보자용 식물의 

경우 5,000~1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여기에 분무기만 더하면 기

본적인 준비는 끝난 셈이다. 만약 씨앗으로 식물을 키우려면 흙은 아무 데

서나 퍼오면 벌레 알이나 유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분갈이용 흙이나 원예

용 상토를 구입한다. 화분은 플라스틱, 세라믹, 시멘트 등 다양한 소재의 화

분이 있지만, 식물에겐 토분이 가장 좋다. 화분 자체가 숨을 쉬기 때문인데, 

토분의 습도를 보고 물 줘야 할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초보자라면 여러 화

분에 욕심내지 말고 우선 페트병이나 유리병, 깨진 컵 등을 활용해보자. 

난이도가 쉬운 식물 선택하기 

초록의 싱그러움을 간직한 작은 식물 하나부터 키워보면 좋다. 산호수, 아

이비 등은 냉·난방으로 환기가 어려운 밀폐 공간에서도 병충해 없이 잘 자

라며, 공기정화는 물론 미적 기능까지 뛰어나 플랜테리어 초보자에게 제격

이다. 특히 야레카 야자나 스파티필룸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흙 없이 물

만으로 키우는 수경재배도 가능하다. 싱고니움도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관엽식물로, 병충해에 강한 편이며 수경 재배가 가능하고, 그늘진 곳

에서도 잘 자란다. 반양지나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

뿍 주도록 한다. 가끔 잎 주변에 가볍게 분무하여 공중 습도를 높여주면 싱

고니움이 좋아한다. 만약 누렇게 변한 잎이 생긴다면 바로 잘라내도록 하자. 

한편,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피해야 할 식물들이 있다. ‘알로카시

아’와 같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독성을 가진 식물들

이다. 몬스테라의 경우도 줄기를 물에 꽂아 놓기만 해도 저절로 뿌리가 생길 

정도로 환경 변화에 적응이 빠르고, 성장 속도도 남달라 초보자가 키우기 쉬

운 식물에 속하지만 천남성과 식물로 섭취했을 때 위험한 ‘옥살산칼슘’ 성분

을 지녔으니 어린아이ㆍ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식물, 집 안 어디에 놓아야 좋을까?

현관

미세먼지 제거 등 

공기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몬스테라, 관음죽, 

벤자민고무나무 등

침실

산소 배출을 많이 

하는  다육식물, 

호접란, 선인장 등  

욕실

암모니아 냄세 제거에 

도움이 되는 스파티필룸, 

맥문동 등

거실

습도 조절과 

유기화학물질 제거 

효능을 보이는 키가 큰 

아레카 야자, 

보스턴 고사리 등

주방

조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음식 

냄세 제거에 탁월한 

스킨답서스, 

아이비 등

서재

음이온이 발생해 

머리를 말게 해주고 

피로해소에 좋은 

산세베리아, 로즈메리 등 

허브류

플랜테리어로 우리집 작은 정원 만들기 

아직은 생소한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자신의 공간에 다양한 식물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연출과 공기 정화 등의 효과를 얻는 새로운 인테리어 스타일로 

일조량과 자신의 취향을 잘 파악한다면, 누구든지 자연이 깃든 

아늑한 공간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 

투명한 유리 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숲, 테라리움

Terra(땅, 흙)와 Arium(장소, 

용기)라는 단어가 결합된 

테라리움은 유리그릇이나 병에 

식물을 키우는 일을 말한다. 

유리용기에 난석과 흙, 식물을 

넣고 피규어나 풍경석 등 다양한 장식물을 추가할 수도 있는 

테라리움은 자신만의 개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주의할 점은 물 주는 시기를 잘 

챙겨야 오래 키울 수 있다는 것. 테라리움에 잘 맞는 식물로는 

미니편백과 이끼류, 다육식물 등이 있다. 

공중에서 펼쳐지는 미니 정원, 행잉 

화분을 고리에 걸어 공중에 

띄우거나 화분없이 삭물 자체를 

벽에 걸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정원을 꾸밀 수 있다. 

공중걸이에는 덩굴성 식물인 

아이비나 러브체인, 녹영과 보스턴고사리, 베고니아, 제라늄 

등 풍성한 잎과 화사한 꽃 무더기가 돋보이는 식물이 어울린다. 

행잉은 안전성에 주의해야 하는데, 식물이 물을 머금고 난 

후에는 한결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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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습관 

현대인들에게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자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다.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야 눈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

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자세로 전자기기를 사용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것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점점 더 피로해

지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을 소개했는데 모니터와 

눈 사이의 거리는 최소 40㎝에서 76㎝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사람의 눈은 45㎝ 이내의 가까운 곳을 장시간 응

시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모니

터 상단의 높이는 눈의 높이와 같거나 10~20㎝ 정도 높은 것

이 좋으며 모니터에서 빛이 눈에 반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문서 등의 자료를 모니터와 나란히 같은 높이로 놓고 본다면 눈

의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다. 화면의 밝기는 너무 밝지 않게 조

정하고 활자 크기는 120~150% 정도로 확대하여 눈의 피로감

을 덜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팔꿈치를 약 90도 

각도로 구부려서 보는 것이 적당한데, 책 읽을 때의 바른 자세

를 연상하면 된다. 

건강한 눈을 위해서는 몇 가지 행동을 습관처럼 길들여야 한다. 

같은 자세로 오래 모니터를 응시하는 것은 눈의 피로를 가중

시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눈을 쉬게 해주어야 한다. 

가디언은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한 ‘20-20-20 법칙’을 제안했는데, 

20분마다 20ft(6m) 정도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는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다보면 눈 깜박임 없이 

계속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 

눈의 피로를 가져온다. 4~5분 간격으로 의식적으로 눈을 깜박여 

주면 안구 표면에 눈물막이 형성되어 건조함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물수건을 전자렌지에 1~2분 정도 데워서 눈에 찜질을 해주면 

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눈의 피로를 덜어

주고 눈건강에 도움이 된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글라스와 모자가 

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 외출 후 눈이 건조하거나 이물감이 

있을 시 인공누액으로 눈을 청결히 해주면 각종 오염물질로 

유발되는 눈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눈 건강, 비타민으로 챙기기 

10대 성장기에는 비타민 A가 포함된 치즈와 우유, 비타민 B가 

함유된 땅콩 등의 견과류,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를 평소 

집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면 좋다. 소아의 경우 아연 섭취가 부

족하면 눈에 염증이 쉽게 발생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각막혼탁이나 야맹증 등의 안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연 함량이 높은 조개 등의 해조류와 현미, 

보리 등의 잡곡류와 달걀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30대 성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 안구건조증

이다. 안구건조증은 비타민 A의 섭취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토마토, 파프리카, 당근 등에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돼 있는데, 

이 중 ‘눈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토마토는 비타민 A가 풍부해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좋다. 블루베리 역시 안구건조증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안구의 

예민함을 줄여줘 눈의 피로와 뻑뻑한 느낌 등을 막아줄 수 있다. 

40대 이후 중장년층은 신체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이다. 

노인성 안질환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황반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력을 손실하게 되는 황반변성이다. 황반변성은 녹황색 채소 

섭취로 예방할 수 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 등의 녹황색 

채소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데, 루테인은 

자외선의 청색광을 흡수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해 각막과 망막에 

손상을 주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준다. 

온택트 시대, 

당신의 눈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50세 이상은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면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를 

억제시킬 수 있다. 특히 굴에 아연이 풍부하지만, 굴을 꺼리는 

사람의 경우 연어나 우유, 쇠고기 등을 섭취해도 무방하다. 또 

아몬드나 해바라기씨, 고구마 등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 시력 

감퇴를 줄여주고 백내장을 예방해 준다.  

비대면 온라인 업무와 소통이 일상화된 ‘온택트’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급격히 늘고 있다. 게다가 재택근무 문화도 

눈의 피로에 한몫하고 있다.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하루 3분, 피로를 풀어주는 눈 운동법 

우리 몸에는 적당한 휴식과 운동, 스트레칭이 필요한 것

처럼, 눈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를 뚫어지게 보며 열심히 

일했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눈을 배려해주어야 한다. 

①  눈을 뜬 상태에서 안구를 위아래로 움직인다. 5회 이

상 반복한다. 

②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다시 1번 과정을 반복한다.

③  이번에는 안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5회 

이상 반복한다.

④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다시 3번 과정을 반복한다.

⑤  양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달걀 하나

를 쥔 것처럼 양손을 오목하게 만들어 눈을 가볍게 

덮는다.

⑥  양손으로 눈을 덮은 상태에서 (눈을 뜨고)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린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돌

린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번갈아가며 5회 반

복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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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하반기 교육일정 안내

■ KOLAS 교육  [수강료 : 38만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재직자 훈련교육  [무료교육]

■ 식약처 교육 [수강료 : 15만원]

KOLAS·식약처 교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재직자 훈련교육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른 공인기관의 적격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종사자 

및 평가인력 대상 KOLAS 교육 운영 

과정명 분야 시간 장소
월 별 추 진 일 정

7 8 9 10 11 12

측정불확도 추정 -

20 서울

8~10 8~10

KS Q ISO/IEC 
17043 운영실무

숙련도 24~26

내부심사자과정 - 13~15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검사의 품질관리 및 윤리 

등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식약처 교육 운영 

과정명 분야 시간 장소
월 별 추 진 일 정

7 8 9 10 11 12

시험결과의 
품질보증

[보수교육]

검사 6 서울 2 17

KCL(공동훈련센터)과 협약체결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실무능력 향상 교육 운영

과제No. 과   정   명 시간 정원
월 별 추 진 일 정

7 8 9 10 11 12

201 ISO/IEC 17025 요구사항 및 품질문서 작성실무 16 30 26~27 11~12

202 시험소 활용 통계 및 비교시험 실무 16 25 2~3 2~3

203 측정절차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16 25 19~20 11~12

204 시험실 환경 및 안전관리 16 25 9~10 2~3

205 화학분야 측정불확도 추정 실무 16 20 18~19

206 환경분야 정도관리 실무 16 15 14~15

207 크로마토그래프(IC, GC, LC) 기초 이론 및 분석 17 10 25~27

208 AAS, ICP, ICP-MS를 활용한 금속 분석실무 16 12 25~26

209 GC, GC-MS를 활용한 유기분석 기초 실무 16 12 1~2 9~10

210 HPLC, LC-MS(MS) 활용 분석 실무 16 12 30~10.1

211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위한 분석 실무 20 10 4~6 1~3

212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위한 분석 실무 20 10 7~9

216 역학분야 측정불확도 추정 실무 16 15 1~2

218 전자기적합성분야 측정불확도 추정 실무 16 15 4~5

220 소형 이차전지 성능 및 안전성 평가 16 12 19~20

221 천연물 추출, 유효성분 분리 실무 16 12 2~3

222 천연물 생체전환 발효물 활용 기능성화장품 개발 16 12 8~9

224 분자구조 결정을 위한 스펙트럼 해석 실무 16 12 15~16

225 천연추출물 활용 화장품 제형 개발 16 10 9~10

226 천연추출물 활용 기능성화장품 임상시험 16 10 1~2 7~8

227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단백질 특성분석 실무 16 10 13~14 25~26

228 분광기를 이용한 의약품단백질 특성분석 실무 16 10 7~8

302 GC-MSMS, LC-MSMS를 활용한 다성분 잔류농약 분석실무 16 12 31~9.1 4~5

303 표준물질 생산기관 운영 실무 24 10 15~16

305 화학분야 측정불확도 추정 실무(고형연료제품) 16 12 5~6

306 소형챔버법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분석 기초 실무 16 12 22~23 30~10.1

307 실내공기질 챔버법 정도관리 실무 16 12 19~20 18~19

309 세포외소포체 특성분석 실무 16 12 15~16

311 화장품 임상시험 및 유효성평가 실무 8 12 1

312 첨단 소재·부품분야 시험분석법 밸리데이션 실무 16 12 7~8 

* [ ]실습교육  * 대규모기업의 경우 일부 수강료 발생 
※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재직자 훈련교육의 경우 과제No.로 문의주시면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KCL 교육사업팀 유성민 책임연구원 02-3415-8784, 

 이다은 연구원 02-3415-8756 

 kicmced@chol.com     www.kcl.re.kr/edu

 KCL 교육사업팀 조미형 주임연구원 02-3415-8817, 

 장은하 주임연구원 02-3415-8768

 kicmced@chol.com     www.kclhrd.re.kr

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QUIZ 

<KCL LIFE>  여름호를 읽고 퀴즈를 풀어주세요.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1

KCL OOOOOOO는 대형 챔버를 이용한 공기

청정기의 부유 세균 저감성능평가 국제 표준을 

제정하여 관련 업계의 평가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① 미생물분석센터

② 공기환경센터

③ 고분자소재센터

힌 트 40~43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KCL은 세계 최초 ‘국가 다용도 OOO OOO 

OOO 사업화 모델 개발’ 과제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전염병 재난 대응, 자율확장 및  

신속 설치· 해체가 가능한 OOO OOO 

OOO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평가와 함께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표준지침 개발에 나선다. 

① 모듈러 음압격리병실 

② 거취형 음압격리병실 

③ 이동형 음압격리병실

힌 트 36~39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 건축 

OOOOO의 파손, 탈락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컸던 이유로 OOOOO 내진성능평가와 내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KCL은 

신뢰성 높은 건축 OOOOO 동적 내진시험  

서비스와 장비 구축을 통해 지진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① 면진시스템

② 비구조요소 

③ 제진시스템 

힌 트 44~47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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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에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마감일은 9월 20일까지이며, 당첨 안내는 기재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안내됩니다.

지난호 QUIZ 정답

 1.  ① 배터리 센터

2. ② 친환경부표

3. ① 인증지원시스템

노*진(6627) 김*원(1865) 이*범(8489)

이*라(3949) 조*아(7860)

지난호 당첨자(전화번호 끝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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