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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hile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facilities recently, the introduction and its application 

of high technology in the facility maintenance industry has increased. It is necessary for high technology 

to secure reliability through the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diagnostic equipment to have 

an effective impact in the field, bu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industry’s perspective and realistic 

level of technology apart from social demand for the system of the system. This paper dealt with the 

introduction of a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rational facility diagnostic equipment with 

the opinion survey on manager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Method: Survey is carried out targeting 

managers in the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regarding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introducing a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to promote the introduction and its application of high technology 

of diagnostic equipment and facility inspection. Also, the introduction to a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was reviewed for advanced facility diagnostic equipment through foreign research about similar 

system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systems related to the certification of 21 domestic equipment. 

Result: It showed tha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high technology, it is necessary for most managers 

to introduce high technology such as drones, robots, etc., in the maintenance industry, and when high 

technology is introduced, it will have a considerable effect in the fiel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in Korea is relatively low, so it turned out to take a certain amount of time for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Also, it wa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reliable facility diagnostic 

equipment will be possibl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facility diagnosis equipment. Meanwhile, the survey is conducted on similar systems about foreign and 

domestic diagnosis and measuring equipment, etc., but there is no system to verify and certify equipment 

applied with high technology directly to facility diagnosis maintenance. However, because Japan has a 

system of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diagnostic equipment and South Korea has 21 similar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certification systems among 186 certification systems, it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to design systems which utilize them. Conclusion: According to the managers’ opinion, it 

seem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upporting the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technology for 

the equipment and the use of the equipment with high reliability has sufficient validity. However, 

because our high technology level is undervalued compared to the urgency, the system for che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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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technology facilities and certifying diagnostic equipment should be to be implemented in form of escalation considering technical use 

and verification level. Apart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for special investment, 

support and efforts to promote advanced facility diagnostic equipment.

Keywords: Infrastructure,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High Technology, Necessity, Maintenance 

요 약

연구목적: 최근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첨단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현장에서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단장비의 검인증제도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나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는 별

개로 업계의 시각 및 현실적인 기술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황에 대한 종합 및 실무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합리

적인 시설물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의 도입 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의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검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건설 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 및 국내 장비 관련 

유사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첨단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첨단기술 적용에 대하여 실

무자 의견은 높은 비율로 유지관리 분야에 드론 및 로봇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며, 첨단기술 도입 시 현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재 국내의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적용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물 진

단장비 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신뢰성 높은 시설물 진단장비 보급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외 진단 및 계측 장비 등에 대한 유사

제도 조사결과, 직접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검인증 하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일본에 진단장비의 성능평가 체

계가 도입되어 있다. 국내의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 인증제도 및 운용중인 186개 인증제도 가운데 유사한 21개 계측 및 진단장비 인증제

도를 분석하여,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의 합리화를 위하여 진단장비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신뢰성 높은 진단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검인증제도의 도입은 충분한 타당

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준이 시급성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고 있어 첨단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는 기술적용 및 검증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형태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인증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시설물 

진단장비 첨단화 촉진을 위한 별도의 투자 및 지원과 노력이 필요 하다. 

핵심용어: 시설물, 진단장비, 검인증, 첨단기술, 유지관리, 필요성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함께 1960년대부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발전소 등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왔다. 

현재 상당수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여러 기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KICT, 2006). 사용 중인 시설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 될 수 밖에 없지만, 노후화의 정도나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방법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안

전진단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진단 기술자의 전문성과 진단장비의 측정신뢰성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진단장

비의 경우 과거 외국산 장비에 의존도가 높던 것에 비해서는 점차 국산장비가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상당한 정밀도를 요구

하는 분야에서는 진단측정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외산장비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설물 안전진단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장비의 도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로 드론, 로

봇, 첨단센서, 영상기술, 광학기술 등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융합된 형태의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과거에는 드론이 시설물 

주변이나 전경을 촬영하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촬영하는 단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밀한 카메라를 

부착하여 균열을 탐지하거나 타음기를 부착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향후 드론, 로봇 등의 장비뿐

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진단분야도 

예외는 아니다(MOLIT, 2017). 이미 시공분야에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업무에 접목되고 있으며, 로봇 등 자동화기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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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고 있고, BIM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장의 일정, 공사비, 품질, 안전 등의 관리업무에 활용되어 생산성 향상의 효

과를 거두고 있다(Makatayama, 2016). 또한, 진단장비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다년간의 드론 및 로봇에 다양한 비파괴 기술 

및 영상기술 등을 융합시킨 진단장비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평가 제도를 마련해 장비의 성능을 검증해 주어 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NEDO, 2018). 따라서 이러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시설물 진단장비의 사용은 당면한 과제가 되

고 있으며, 적절한 철차를 거쳐서 사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사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첨단 시설물진단

장비가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향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

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첨단시설물 진단장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내 안전진단 시장 진입과 활용촉진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로써 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 체계 도입의 필요성 조사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필요성에 조사 및 제도 도입 

시 추진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일본의 시설물 진단장비 첨단화 동향

일본은 1950년대부터 국가기반 시설물들이 갖춰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보다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2년 발생한 사사고 터널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인프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였으며,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애주기 비용을 감소 등을 위하여 2014년에 내각부가 “인프라 유지관리 갱신 매니지먼트 기술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스템화 된 시설물관리체계 구축이 시작되었다. 여기

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은 일본은 기존의 ICT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ICRT: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RT(Information and Robot Technology)을 시설물진단에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시아 등 해외의 인프

라 유지관리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까지도 포함해서 수립한 부분이다(Cho, 2018).

Fig. 1.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maintenance technologies in Japan(MET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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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유지관리 갱신 매니지먼트 기술 연구개발 계획”에서는 크게 5가지 그룹으로 기술 개발방향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첫째, 점검, 모니터링, 진단기술의 연구개발, 둘째, 구조재료, 보수 보강기술의 연구개발, 셋째,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개발, 넷쨰, 로봇기술의 연구개발 그리고 다섯째, 자산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이며, 특히, 첨단시설물 진단장비와 관

련된 부분은 모니터링으로 여기에는 점검, 진단, 모니터링,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등 가장 다양한 내용이 관여된다(Fig. 1).

실제 이러한 기술개발은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초기단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2018년에는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진단장비 기술 11종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발

된 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검증절차서 3종과 야외 모의시험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NEDO, 2018). 

첨단시설물 진단장비 검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조사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드론, 로봇은 물론 인공지능 기능 등을 활용한 첨단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시설물진단

장비에 대한 첨단 기술의 도입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장비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적정 수준의 장비를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검인증제

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활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인증제도가 효과

를 발휘했을 때 제도가 원활한 운용될 수 있음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실무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무자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장비사용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첨단기술을 활용한 개선

가능성과 기술 도입의 시급성 그리고 인증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 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9개 설문조사지가 회수되었다. 특히, 응답자의 96%

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기업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응답자의 90.9%가 남성이었으며, 30

대가 46.5%로 가장 많았다(Fig. 2). 응답자들의 경력기간은 10년 이내가 64,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평균  경력

기간은 7.5년 이었다(Fig. 3).

Fig. 2. Respondents ages Fig. 3. Respondents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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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의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진단장비의 불편함과 효율성에 한 질문에 대하여 약 72%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Fig. 4). 구체적인 불편사항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작업 공간이 협소하거나 고소작업 등으로 작업 위험성이 

높음”을 약 40%가 선택하였고, 그 외에 “진단장비의 데이터 취득 및 분석 자동기능이 부족”, “진단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적

절한 장비의 부족”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무겁고 다루기 불편” 순으로 높게 선택하였다(Fig. 5). 

Fig. 4. Inconvenience of diagnostic equipment

Fig. 5. Opinion of Inconvenience of diagnostic equipment

 

기타 의견으로는 장비의 사용연수 초과로 인한 잦은 고장,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장비가 파손도기 쉬움, 불필요한 서류작

성업무 과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시설 사유화 등이 있었다. 한편, 장비사용에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편리한 정

도에 대한 조사 결과 Fig. 6과 같이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보통정도이고 그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는 약 36% 였다. 즉, 문제

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6. Satisfaction level of diagnostic equipmen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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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 취득데이터의 신뢰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진단장비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에 의 74%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으며, 26%만이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7).

신뢰한다고 답한 26%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점검 장비로부터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 수준을 질문한 결과 98%이상이 

보통이상으로 답해서 상당히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숙련된 기술자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장비와 장비로로부

터 취득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진단장비 취득 데이터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에 대해서는 39.1%의 응답자가 “진단장비 자체의 정밀도 문제”를 첫째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9.5%의 응답

자가 “현장여건(주변 환경)으로 인한 장비사용의 제약”, “장비를 검증 인증 교정 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은 19.2%가 지적하

였다(Fig. 9).

Fig. 7. Possibility of data reliability improvement

Fig. 8. Reliability level of detection data Fig. 9. Factors to consider impact on data reliability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진단업무 개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시설물 진단장비에 적용하게 되면 진단업무의 개선이 가능한지 질문에 대하여, 89%의 높은 비율로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11%만이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였다(Fig. 10). 많은 사람들이 시설물 진단업무에 첨단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알파고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변

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일정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업무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48.7%가 예

상하였다.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전체적인 업무체계와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37.5%가 예상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설물

진단업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든 진단업무 방식과 체계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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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ossibility of diagnostic work improvement

Fig. 11. Improvement level of diagnostic work

첨단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직접적으로 업무개선 효과를 발휘할 부분에 대하여 “현장 여건으로 인한 제약극복”을 

38.4%로 가장 많이 선택 하였다. 다음으로는 “진단업무 위험요소 제거 및 저감을 통한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24.1%가 꼽

았다. 이 두 가지는 업무효율성과 안전이라는 내용은 다르지만 실제 현장상황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서 연관성이 높은 답변이다. 그 외에 시설물의 형태와 위치에 따른 진단작업 어려움 극복(23.8%)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

사 되었으며, 비용절감 효과(13.7%)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 되었다. 

Fig. 12. Expectable improvement on diagnostic works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진단정확성 향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비교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진단장비의 정확성 개선에 대하여 83%가 정확

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Fig. 13). 앞서 업무개선과 함께 시설물 진단 결과의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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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첨단기술이 데이터 취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줄 것과 취득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진

단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단결과의 정확성 향상에 대한 정도를 조사하여, 61%가 일정 정도 그리고 39.1%

가 상당한 정도 이상의 개선을 기대하였다(Fig. 14). 또한, 어떤 분야의 정확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는 지에 대하여 내구

성 평가(40.4%)과 안전성 평가(33.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 두 가지는 시설물 안전진단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내용

이며, 실무자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종합적인 시설물 진단의 정확성이 향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Fig. 13. Probability of diagnostic accuracy improvement 

Fig. 14. Improvement level of diagnostic accuracy Fig. 15. Improvement works of diagnostic accuracy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첨단시설물진단장비의 도입 시급성 

한편, 첨단시설물진단장비의 도입 시기에 대하여, 시급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39%였으며, 시급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1%였다(Fig. 16).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이 시설물진단업무 업무 

개선 등의 영향이나 기대효과에 비해서는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 도입 되어야 하는 시기(Fig. 17)와 도입이 가능한 현실적인 시기(Fig. 18)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

다. 우선 가장 많은 의견은 3~5년 이내에 안전진단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2번째로 많

은 응답자는 도입이 필요한 시기와 도입이 가능한 시기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입이 필요한 시기에 대한 의견

은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조금 우세하였다. 



KOSDI 171

Sung-Ho Hong et al.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for Infrastructure 

using Advanced Technologies 

Fig. 16. Urgency in diagnostic accuracy improvement

Fig. 17. Required introduction timing of diagnostic equipments Fig. 18. Possible introduction timing of diagnostic equipments

한편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40.4%가 “개발 중인 원천 기

술 수준으로 현장 적용성이 떨어짐”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국내의 관련기술 성숙도가 현장의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준에 도

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투자와 함께 현장적용을 중심으로 한 인증제도 마련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타 의견 가운데는 현장적용에 있어서 실무를 수행할 기업의 수준이 못 미치는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이는 기술과 제도가 마련과 함께 업계의 수준도 함께 성장해야함을 지적한 것이다. 

Fig. 19. Reasons for introduction delay

검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정부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장비 등 제품에 대해서 국가는 장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인증 제도

를 통해 관리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시설물 진단장비의 경우에도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 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로써 검인증제도가 필요하다. 관련 질문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인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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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자는 6%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시실물 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가 신뢰성 높은 장비의 보급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답한 응답

자의 합이 91.4% 로 높게 나타났다(Fig. 21). 반면 검인증제도가 진단장비로부터 얻어지는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의 합이 72.2%로 높게 나타났다.

Fig. 20.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ig. 21. Contribution level of introduction of reliable diagnostic equipments 

한편, 검인증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6%의 경우, “검인증제도로 인한 검정제품의 품질보장 효과 미비”, “ 장

비품질과 진단 및 유지관리업무 간 연관성 저조”, “행정 처리로 인한 기간 소요로 인한 생산성 저하”, “ 검정비용 발생으로 장

비비용 상승” 모두를 이유로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실무자 의견 조사를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시설물 진단장비의 개선에 효과를 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또한,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장비 보급을 위하여 검인증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수의 

조사 의견에서 진단장비가 개선되더라도 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장비보급이 시급하

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물론 많은 응답자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응답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이러한 부

분은 구체적인 개선기술 제시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판단된다. 또한, 검인증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연구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ig. 22. Contribution level of quality improvement on diagnostic equipments 

첨단시설물 지단장비 검인증체계 도입방안 검토

우리나라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규정 및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표준을 관리

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특히, 기표원에서는 적합성평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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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특정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인정 및 적합성평가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의 19와 20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16.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

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7. "소급성(遡及性)"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

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較正)하는 체계를 말한다.

18.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ㆍ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유형"이란 설계평가,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ㆍ공식화

한 심사형태를 말한다.

적합성평가의 범위에는 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 및 기관이 대상이 되며, 해당 평가 대상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

음을 입증해주는 활동이다. 적합성평가기관에는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제품인증기관, 요원인증

기관 등이 있으며, 기표원에서는 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제도(KAS)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한국인정기구(KOLAS)는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한국제품인정제도(KAS)를 통해서는 제품인증기관 및 요원인증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제품인증과 관련해서

는 KAS를 통해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야하며,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한 검교정과 관련해서는 KOLAS를 통해 공인기관으

로 지정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런 검교정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는 정기적인 실적보고, 일정기간 마다 기관자격을 

갱신을 해야 한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신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활력촉진을 위하여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세

부적인 규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저용제품 확인) 그리고 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

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 분야의 기술이 아닌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기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이 발전할수록 융합기술을 적용

한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의 개발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지만 융합적인 성격의 제품의 인증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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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촉진법”을 통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 제도를 제정하였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경우에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

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최근의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특징은 고유 분야의 기술에 ICT기술이 더해진 신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ICT 기술

의 비약적 발전과 다양한 산업기술 과의 융합 확산으로 다양한 융합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러한 ICT융합 신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ICT융합 품

질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인증 대상이 되는 융합기술의 종류는 현재 Table 1의 12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11월 현재 79건의 인증이 등록 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을 조사한 결과 시설물 진단장비 및 기술과 관련된 인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ICT convergence certification 12 parts

Certification parts ICT convergence certification area

ICT + Broadcast·Contents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방송·콘텐츠 관련 기술·서비스 등

(클라우드기술이 결합된 방송 제작·편집 장비 등)

ICT + Bio, Medical service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바이오·의료 관련 기술·서비스 등 

(유·무선 통신망과 결합된 u-Health Care System등)

ICT + Logistics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물류·유통 관련 기술·서비스 등

(RFID/USN 등을 활용한 재고관리 시스템 등)

ICT + Material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소재 관련 기술·서비스 등 

(디지털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의류 등)

ICT + Knowledge service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지식서비스 관련 기술 ·서비스 등 

(스마트 기기와 결합된 e-Learning 서비스 등)

ICT + ICT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관련 기술 서비스 등

(WiFi, NFC 및 Bluetooth 등이 결합된 정보통신기기 등)

ICT + Defence, safety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국방·안전 관련 기술·서비스 등 

(유무선 네트워크가 결합된 재난방지 설비 등)

ICT + the other industries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기타 기술·서비스 등

ICT + Electrical and electronics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전기·전자 관련 기술 서비스 등 

(무선 통신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카메라·프린터 등)

ICT + Energy, Resource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에너지·자원 관련 기술·서비스 등

 (ICT기반의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등)

ICT + Chemical engineering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화학 관련 기술·서비스 등 

(센서 네트워크와 결합된 화학공정 자동화 설비 등)

ICT + Machine, Construction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기계·건설 관련 기술·서비스 등

(유무선 네트워크 및 센서 등과 결합된 스마트 자동차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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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첨단시설물 진단장비의 경우 현재 신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평가 제도를 실제로 국가적으로 운

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그것도 성능평가만을 실시하고 제품에 대한 정식인증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별

도의 인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진단장비에 대해서도 건설신기술 등록제도(NETIS)를 통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국내에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건설신기술제도의 취지와 범

위가 다르기 때문에 건설신기술제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표면적으로만 보면 국내에는 기존 국가

표준 아래서 운용되는 인증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융복합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첨단시설물 진단장비의 경우 기존의 인증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면 기존인증의 취지와 부

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절한 평가과정에 대한 정의와 성능에 대한 기준설정, 그리고 실제 성능 테스

트와 절차 등을 규정을 새롭게 규정해야한다. 즉, 첨단시설물 진단이라는 고유의 목적과 ICT기술 이외의 진단과 관련된 다양

한 기술이 접목되어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서는 인증의 형태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서 기존인증제도로는 적정한 평가 및 인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

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운용이 가능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까지 유사사례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한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적절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일차적으로는 

기존 국가표준 제도의 틀 안에서 적합성 인증제도로 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차적으로는 신규제도를 구성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한 일본 경우,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이동체와 다양한 진단장비가 

결합하여 목적하는 융합성능을 발휘하는 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거기에는 시험조건이나 조종자의 능력 등도 

고려된다. Fig. 23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량점검용 로봇의 성능평가 전체적 구성이다.

Fig. 23. Performance test of inspection robot for bridges(NED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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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현재 188개 제품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계측장비와 관련 되어 있거나 내용적

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21개 제품인증 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 적합성 제도의 운용방식에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과 절차는 대상에 따라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가방식이 다르고 인증심사는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실제 그리고 대부분의 인증제도가 각 부처의 산하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이 존재하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기관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Fig. 24는 우리나라에 신규 첨단시설물진단장비 평가 및 인증체계 도입 시 운용체계(안)을 제시한 것이다. 

Fig. 24. Propose a certification procedure of diagnostic equipments in Korea

결 론

우리나라는 향후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시설물 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신뢰성 높은 장비의 보급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진단장비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불리는 드론,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첨단시설물 진단장비의 도입 추세에 대비

하여 새로운 형태의 진단장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재 첨단시설물진

단장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인증제도가 아닌 성능평가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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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인증제도가 아닌 일본의 건설신기술제도(NETIS)를 통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물 진단장비에 관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대한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발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첨단진단장비의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이러한 첨단진단장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평가 및 검인증제도의 도입은 적

절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내 진단장비 등에 대한 검인증제도 조사결과, 일반제품에 대한 신기술, 신제품 그리고 융합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가 모두 

운용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신기술 및 융합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인증제도가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각 정부부처에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내용적으로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첨단시설물진단장비의 경우, 융합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나 기준이 부족하여 기존의 국내 

검인증제도를 통해서는 적절한 검인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적정한 인증제도 구성을 위해서

는 성격이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 ICT융합인증제도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정된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인정기관이 되고 지정인증 기관으로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적합성인증으

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향후 세부적인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마련, 검인증 절차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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