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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환경분야 국가표준
가. 표준의 정의
표준은 제품의 포장의 형태·치수·구조·품질 등을 정하거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
측정방법·서비스방법 등 각종 방법과 용어, 약어 등과 같은 전달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점은 표준이 사용자간에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언어로서 기술개발
이나 조직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
발이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에서는 국가표준을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
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 정의
하고 있다. 표준은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준(成文標準)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글에
서는 문서화된 표준인 ‘성문표준’을 다루고자 한다.

<표 1> 표준의 종류
분류
측정
표준
참조
표준
성문
표준

정의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의 측정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하고, 현시(顯示)하며,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
로 사용되는 물적 척도, 측정기기, 표준물질, 측정방법 또는 측정체계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
인된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화학적 상수, 물성 값, 과학기술적 통
계 등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
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
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

자료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국가표준 중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 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장이 고시함
으로써 확정되는 표준이며, ‘KS’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KS는 표준의 용도에 따라 ▲제품의 향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제품표준(product
standard),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시험표준(testing

standard),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용어표준(terminology standard)으로 분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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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분야 KS와 국제표준
현재 KS는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대분류), 이중 환
경부문(I)은 환경일반, 환경평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해양환경, 기타
등으로 다시 분류되어 있으나(중분류),

환경분야 KS는 환경 매체별 유해물질의 측정, 모

니터링과 관련된 측정표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경영 및 제품의 환경성과 표준뿐만 아
니라 환경기술 관련 표준을 포괄한다.
환경분야 KS와 국제표준은 국내·외 환경규제에서 요구하는 의무 요건을 반영하여 환경
규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유도하며,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 한 예로, 2016년 제정될 ‘환경기술검증’(ETV,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관련 국제표준인 ISO 14034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 표
준의 제정 작업에는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 환경기술이
적용된 공정 설비 수출시 이 표준에 따른 검증이 필수요건이 될 전망이다.

Ⅱ. 국내외 동향 분석
1. 국내 동향
가. 국가표준 체계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화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나, 범 부처 차원의 실질적 협력은 별로 없었던 게 사
실이다. 더욱이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고도화되어가면서 정부 각 부처의 정
책이 산업과 연관되어 새로운 영역에서의 표준화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점차
방대해지는 국가표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혼자 담당하기에는 한계점
이 나타나 여러 부처가 각 부처 전문 분야의 표준화에 참여할 필요성이 커져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관계부처는 2014년 5월 국무조정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각 부처 운영 표준을 단일한 ▲‘국가표준(KS)’에 통합, ▲국가표준(standard)과 기
술적 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연계 강화, ▲국가표준 체계를 범부처형으로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부처 참여형 단일 국가표준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그 결과 2015
년부터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분야별 표준 개발 운영 업무를
소관분야별로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KS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표준개발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표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 환경분야 KS 운용 체계
개편된 KS 운영체계에 따르면, 환경부로 이관된 KS(총 613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며, 표준심의회 산하 2개 기술심의회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게 된다. 또한 2
개 기술심의회 밑에 11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관리한다. 기술심의회는 환경측정분석센
터가 운영하며, 과학원 내 담당부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위원회 내에
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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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경표준심의회 조직 및 NIER 담당 부서
기술심의회

일반환경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대기환경전문위원회(대기일반, 기상, 고유)

대기환경연구과

대기배출원전문위원회

대기공학연구과

실내공기질전문위원회

생활환경연구과

물환경전문위원회(이화학 시료채취 생물 고유KS)
미생물전문위원회

물환경공학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방사능전문위원회
토양전문위원회(일반 화학 생물 평가)
생활환경
기술심의회

운영 및 간사 담당과

물환경평가연구과
토양지하수연구과

생활소음전문위원회

생활환경연구과

일반소음전문위원회*

환경측정분석센터

교통환경전문위원회
제품환경성전문위원회*

교통환경연구소
환경측정분석센터

*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내간사기관 지정·운영
환경분야 KS 운영업무는 다음과 같이 ‘환경분야 국가표준 관리’와 ‘환경분야 국제표준
협력활동’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 환경분야 국가표준 관리 : 환경분야 KS규격 제정 및 유지관리(확인 개정 폐지), 환경
분야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운영 등
- 환경분야 국제표준 협력활동 : ISO 등 국제표준 관련기구의 표준화 활동 참석, 표준
화 관련 국가간 협력과제 수행 등
환경분야 KS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
며, KS 제·개정 및 확인·폐지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담당기관

제정·개정

확인·폐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신청 접수

신청 접수

전문위원회

기술검토

기술검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예고고시

예고고시

기술심의회

기술심의

기술심의

표준회의(분과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일관성 유지 심의
(중복성 확인, 표준 서식 등)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고시

산업표준심의회

등록 및 발행

등록

<그림 1> 환경부의 KS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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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분야 표준화 동향
환경부에서는 2010년부터 수질 및 토양분야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을 KS와 같은
서식으로 변경하는 서식의 표준화를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
화 지침’에 따라 대기, 먹는 물 등 작성체계, 단위체계, 분류체계 및 용어의 선택 등 표준
화가 추진되었다.
현행 KS에는 제품환경정책 시행에 필수적인 ‘제품 환경성 평가’에 특화된 시험방법 표
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부터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을 2009년부터 개
발해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환경마크 인증기준의 서식도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표준
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는 ISO 차원의 ETV 절차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IWG-ETV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상호인정체제를 함께 협의하고 있다.
환경경영과 관련된 표준화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에 ’환경경영
분야 국제표준화 중장기 전략‘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환경경영분야의 표준개발협력
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s for Standards Development) 및 국내간사기관
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정되어 대응하고 있다.

2. 해외 동향
가. 주요 선진국의 국가표준 체계
① 미국
미국은 시장중심, 민간부문 특히, 학회·협회 등의 단체표준이 활성화되어 경쟁을 통한
표준화 개발 유도하는 상향식(bottom up) 표준화 체계이다.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

▲국립기술표준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범정부표준정책기관위원회(ICSP, Interagency Committee on Standards
Policy), ▲미국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등에 적절히 기능
과 책임이 적절히 분산되어 있다.
NIST 원장은 ICSP 의장이며,

국가기술 이전 및 진흥법(NTTA)1)에 따라 임의 합의표

준의 사용·개발·시행을 위한 정책·절차 개발, 이행의 지도·안내·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
ANSI는 미국 내 다양한 표준화 기구(SDO, standard develope organizations)가 수행하는
다양한 표준화 활동들을 총괄하며, SDO가 개발하는 자발적 표준들을 국가표준으로 승인
(approval)하여 단일하고 일관성 있는 국가표준 체계를 수립하는 중심적 역할 수행한다.
ANSI는 SDO 중 능력을 갖춘 기구를 '인정표준화기구(ASD, Accredited Standards
Developers)'로 인정해 관리하는데, 2015년 2월 현재 237개의 ASD가 인정을 받았다. 이
들 237개 ASD가 중심이 되어 국가표준(안)이 제안되고 제정되는데, 실제로는 20개 대형
ASD가 국가표준의 90%를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2)

1) NTTAA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2) www.an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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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국가표준화 추진체계
이 같은 체계 덕분에 미국은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표준을 개발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산업계와 공조하여 개발하는 ‘자발적 협의
표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표준 개발자들이 ANSI를 중심으로 표준개
발이 추진되며, 표준화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가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ASD를 지정하는 것이다. ANSI 중심의 국가표준 제정 절차는 ▲표준화기구 방식, ▲표준
화위원회 방식, ▲전문기관 방식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3)

<그림 3> ANSI 표준 제정 절차(ANS Approval Process)

* PINS : Project Initiation Notification System

미국의 국가표준 체계는 우리나라의 표준체계 개편에서 COSD 도입 등에 우수모델로
서 활용되어 왔으나, 표준개발기관 활동간의 과도한 경쟁과 조정의 부재, 영리기업 주도
로 개발한 표준의 공익성 확보 딜레마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4)
3) American National Standards Process Summary, 2009.
4) 한국표준협회, 미국의 분산형 표준체계의 특성과 한국 표준정책에 주는 시사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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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일본의 국가표준화 체계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정보통신심의회(ICC)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형 모델이다.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환경성의 7개 부
처 주무대신(장관)이

공업표준화법

등의 절차에 따라 JISC의 조사심의를 거쳐 일본공업

규격(JIS)을 제정하게 된다.
일본에는 120여 개의 표준화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JISC에서는 이들 표준화기관 중
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특정표준화기관(CSB, Competent Standardization Body)’으로 지
정·관리하고 있다. CSB는 미국의 ASD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 내 표준화기관들이 CSB
로 지정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현재 CSB 지정기관은 일본규격협회, 일본자동차기술
회, 일본선박기술연구회의 3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4> 일본의 국가표준 제정 절차
국제기구에 신속한 제안이 요구되는 국제표준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TOP Standard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계, 사업자 단체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경
제산업성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제표준화를 조기에 제안함으로써 단기간에 국제표준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경제산업성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국제표준화 후
보 기술을

특허출원맵 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5)

③ 유럽
영국은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 중심의 표준화 체계를 지니고 있
다. BSI는 영국 왕실이 출자한 비영리 기부회사(Royal Charter Company)이며 왕실헌장과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은 국가가 민간기구인 독일표준협회(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프랑
스는 프랑스규격협회(AFNOR,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를 중심으로 표준
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일본 경제산업성, 관 민 표준화전략 강화를 위하여,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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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원의 표준화 기구로는 전기전자분야 이외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유럽표준(EN)을
개발하고 ISO 대응을 담당하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전기분야 EN 표준 개발 및 IEC 대응을 담당하는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
원회(CENELEC,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등이 있다.

<그림 5> TOP Standard 제도 및 기대효과
나. 주요 환경분야 국제표준 동향 및 이슈
유럽 국가의 ISO, 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의 간사 비율은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유럽과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간사 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일
본과 중국의 간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간사 수는 영국, 프랑스와 비슷
한 수준이며, 국제표준 제안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6> 각국의 국제표준 협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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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발효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영향으로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간에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TBT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이제 각국의 무역에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신규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한 결과, 환경보호 목
적과 관련한 통보문이 248건으로 전체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분야 대한
표준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6)

<그림 7> 2014년 신규 TBT 통보문의 목적별 분류
미국 NIST의 2012년 중점투자 6대 표준분야의 사업은 ‘오바마 정부 과학혁신계획
(President's Plan for Science and Innovation)’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016년도 오바마
정부 과학혁신계획에 따른 R&D 예산요구는 2015년도에 비해 5.5% 증가한 수치이나
NIST의 표준화 관련 예산(STRS,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and Services)요구는
2015년 대비 10.6% 증가했다.7) 환경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의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에 기여하는 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국립측정실(NMO, National Measurement Office)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국
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환경부(DECC) 등과 연계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신경제전략인 ‘Europe 2020 전략’ 중 기후변화 에너지 부문의 핵심 선
도과제로 ‘자원 효율성이 높은 유럽’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
다.8)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제품중심 환경정책인 ‘친환경제
6)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5.
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FY2016, 2015.11.
8) EU, Roadmap to a Resource Efficient Europe, COM(2011) 571, 2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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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단일시장(SMGP, 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9) EU
는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론으로 제품환경발자국(PEF,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을 권고하고 있다.10)

<그림 8> 환경성적표지를 개선·보완한 EU의 제품환경발자국(PEF) 인증 예시

Ⅲ. 향후 전개
2016년부터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분야 KS
를 포함한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환경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다. 그간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따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관된 환경정책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환경정책 목표도 쉽게
달성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앞
서 기대하는 전망이 희망대로 실현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된 환경분야 KS를 포함한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환경
부의 환경정책과 잘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산업
통상자원부가 1,100 여개의 환경분야 KS를 1개의 환경정책심의회로 운영하던 것을, 환경
부는 인계받은 환경분야 KS 613종을 환경정책과 기술 분야에 따라 2개 기술심의회 11개
전문위원회로 세분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환경분야 표준을 추가적으로 환경부가 넘겨
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그간 표준화 활동이 미진했던 재활용 분야나 ‘환경
기술’ 및 제품의 친환경성 관련 국가표준을 환경부가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기업의 논리
가 아닌 환경보전이나 환경영향 감축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국제환경규제

대

9) EU, Building the 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s
Facili-tating better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roducts and organisations, COM(2013) 196, 2013. 4. 9.,
10) EU(OJ L124), ANNEX II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PEF) Guide, 201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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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위한
마지막으로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 매체 중심의 측정표
준과 환경기술 및 제품 환경성 평가에 특화된 시험분석기법·설비 구축·운영 등의 기반 활
동뿐만 아니라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ISO의 환경분야 TC/SC/WG 및 ISO-ETV 관련 국제회의 등에서 진행되는 국제적 합의과
정 참여 확대 및 국제표준 제안 등을 통하여 국제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제 개
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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