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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신임 FITI시험연구원 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시험연구원

들이 무한 경쟁의 구도에 진입했다”며 “FITI는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거점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시험 

분석 인증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어깨를 겨루겠다”

고 말했다.

FITI시험연구원 김홍관 본부장 IGS(국제토목섬유학회) 위원 선임

FITI시험연구원 김홍관 본부장이 새로운 IGS(International 

Geosynthetics Society) 위원으로 선임되어 2020년까지 4년 

임기의 IGS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의 각 개인회

원과 지부, 그리고 중앙 IGS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교육, 기

업회원 지원, 기술지원 등 IGS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

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시험·검사뿐

만 아니라 연구개발, 공장심사, 

교육훈련, 불량원인 분석에 이

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

다. 50여 년에 달하는 오랜 경

험과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전

문가를 보유하고, 환경 산업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

톱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험분석서비스 안내 

- 먹는물 검사 -

FITI시험연구원 2016년도 교육 실시계획

FITI시험연구원은 고객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선별하여 고객

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개설하는 FITI 기술교육은 섬유시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무료교육은 해외 수

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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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김영찬 원장 인터뷰 "글로벌화·수익다변화에 역점"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화) 국가기술표준원 대강당에

서 열린 “마이스터고-시험인증기관간 시험인증 맞춤형 육성인재 

채용 약정식”에 참가하였다. 채용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ISO 17025 등 표준 및 시험인증 신뢰성 교육 등을 

이수하여 향후 시험인증형 맞춤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마이스터고-시험인증기관간 시험인증 맞춤형 육성인재 채용 약정식 참가

FITI시험연구원

www.facebook.com/fiti.home
www.fiti.re.kr


FITI시험연구원, 김영찬 원장 인터뷰 "글로벌화 · 수익다변화에 역점"

무한경쟁 진입…국내외 거점 확대 경쟁력 강화 박차

수익모델 지속 발굴…환경ㆍ산업 등 “융복합 시험원”

사옥이전도 추진, 최고 인프라 갖춘 ‘톱 시험원’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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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신임 FITI시험연구원 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글로벌화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시험연구원들이 무한 경쟁의 구도에 진입했다”며 

“FITI는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거점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선진화된 시험 분석 인증 역

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어깨를 겨루겠다”

고 말했다. 김 원장은 “섬유패션이 중심이 돼 있는 

연구원 업무역역을 섬유를 기반으로 한 ITC, 산업

용 융복합로 빠르게 확산시켜 ‘멀티 시험원’으로 거

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하드립니다. 취임(2월 3일)하신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에 지방 출장에...어느새 한 달이 지났군요. 섬유패션산업의 불황이 장기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섬유패션 업종뿐 아

니라 섬유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우선 FITI의 조직과 업무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FITI시험연구원은 패션의류, 소비재, 환경분야, 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시험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원의 조직은 관리 부서를 제외하고 시험인

증과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관으로 분야별로 시험인증 사업을 담당하는 3개의 주력 사업본부와 

연구개발본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3개의 주력 사업본부는 각각 패션 의류 및 소비재 사업, 해외사업, 

산업자재 및 환경분석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거점 지역에 본원을 제외한 5개 지원 및 1개 

사무소, 그리고 2개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FITI의 강점은 해외서비스망이라 할 수 있습니

다. 미국ㆍ중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4개 국가에 4개 지사 및 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

국과 베트남에는 현지에서 직접 시험서비스가 가능한 FITI의 독자적인 시험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

습니다.

업무파악 후 가장 먼저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한 분야는 무엇이라 느꼈습니까?

☞ 우리원은 최근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보를 지속해

나가며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의 선두주자로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사업구조의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사업인 섬유ㆍ패션 관련 시험 인증 분야의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유지 확보함은 물론 환경ㆍ안전ㆍ자동차ㆍIT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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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굴해 사업구조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더불어 가장 큰 현안인 사옥 이전계획에 내실을 기하면서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옥 이전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며, 사옥이전을 제 

2의 도약을 위한 터닝 포인트로 삼아 세계 일류의 연구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 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역

량을 갖춘 전문가라는 점에서 FITI 합류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재임 기간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는 무

엇입니까?

☞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추가적인 수익구조를 찾아 사업을 

다각화하여 업무를 확장함과 동시에 내실을 튼튼하

게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시험인증의 세계 진출을 

견고히 하여 FITI가 선도적 글로벌 전문기관이 되도

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원은 의류ㆍ섬유에 머

물지 않고 수질ㆍ자동차ㆍ화장품ㆍ식품ㆍ신규인증 업무 등으로 영역을 확장시키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시험인증산업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들의 국내 진출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글로벌화 뿐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인

증기관과의 상호인증체계의 구축을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FITI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까?

☞ 최근 각국의 TBT(기술무역장벽)의 강화 등 국제무역환경에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험

인증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험인증산업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은 다소 취

약한 수준으로 글로벌화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FITI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전략 거점 구축, 과감한 투

자로 글로벌 서비스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최고

의 시험설비, 인력, 시험기술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의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20년에는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고 나아가 명실상부한 세계 “넘버원” 시험인증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FITI 미래 비

전의 청사진입니다.

...이하 줄임

<출처 : 국제섬유신문 2016. 3. 14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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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김홍관 본부장 IGS(국제토목섬유학회) 위원 선임

FITI시험연구원 김홍관 본부장이 새로운 IGS(International Geosynthetics Society) 위원으로 선임되

어 2020년까지 4년 임기의 IGS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16 IGS NEWS(Vol 32, No.1)에 따르면 

FITI시험연구원의 김홍관 본부장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부직포 지오텍스타일회사 CEO인 Francesco 

Fontana 등 모두 8명의 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IGS는 국제토목섬유학회로 지난 1977년 설립되어 지난 40년간 지오텍스타일, 지오멤브레인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현재 전세계에 43개 지부를 갖고 있으며 3,000여명의 회원이 활동

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 김홍관본부장은 주 연구분야 중의 하나인 토목용 섬유 관련 KS TC221(지오신세틱스), 

ISO TC221, ASTM D35의 기술위원으로 활동하며, 시험법의 개발, 재료의 복합적인 내구 수명 예측,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 공정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15여년 간 수행하였으며, 산업계와 

협력하여 정부 R&D를 수행하면서 관련 논문과 초록 50여 편을 섬유공학회지를 포함하여 국내외 학술

지와 학술발표회에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관련 최신 기술을 섬유기술과 산업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기

술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토목섬유 시공 품질관리 및 재료의 시험평가 관련 서적의 공동 집필 등을 수행

해왔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별로 고르게 선출되는 IGS 위원으로 선임된 김홍관 본부장은 앞

으로 4년간 아시아 지역의 각 개인회원과 지부, 그리고 중앙 IGS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교육, 기업

회원 지원, 기술지원 등 IGS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현재 활동중인 한국토목섬유학회 이사회

에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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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시험인증기관간 시험인증 맞춤형 육성인재 채용 약정식 참가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화) 국가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열린 “마이스터고-시험인증기관간 

시험인증 맞춤형 육성인재 채용 약정식”에 참가하였다. 

이번 약정식은 시험인증기관과 마이스터고가 협력하여 육성한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채용한 

제 2기 학생들의 채용 약정식으로, 지난 201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교육부 및 마

이스터고 교장단 협의회간 시험인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 방학을 활용하여 

ISO 17020 및 17025를 포함하여 표준 및 시험인증 신뢰성 교육 등을 이수하며 향후 시험인증형 맞

춤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FITI시험연구원 박순덕 부원장은 “시험인증기관에서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선이수하고 검증된 인재

들을 조기 채용하게 되어 졸업 후에 연구원 우수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험인

증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문의처▣
 인사팀 

 김주영 주임  0232998113      

 justina@fiti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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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2016년도 교육 실시계획

FITI시험연구원은 고객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선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 서비스

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개설하는 FITI 기술교육은 

섬유시험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무료교육은 해외 수출업

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개설한 상시교육 이외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 교육 담당자와 연락하시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문의처▣
 표준기반팀

 이수현 연구원 0232998090      

 shlee1599@fitiglobal.com 

□ FITI기술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명 일정 기간 주요구성 교육비

AATCC

섬유시험자

인증교육

5.18~20
3일

(19h)

 · AATCC 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 AATCC 교육인증서 수여
70만원/인

10.12~14

섬유시험방법

실습교육

6.16~17
2일

(14h)

 · 섬유제품의 물리시험

 · 섬유제품의 기능성 시험

 · 섬유제품의 화학시험

30만원/인

11.17~18

대학생 실습교육
7.27~29 3일

(21h)
 · 섬유시험방법 기초이론 및 실습 무료

12.14~16

맞춤형 교육 수요자와 협의
 · 1일 2~3개 프로그램 선택 

                             * 세부프로그램 홈페이지 참고

15만원

(출장비 별도)

□ 기초 무료교육

교육과정명 일정 시간 주요구성 교육비

해외 환경규제 

교육

홀수 달 

둘째 주

금요일

15:00

~18:00

 · 해외법률 및 규제사항 교육 

   (친환경 마케팅 포함)
무료

섬유시험방법

기초과정

짝수 달

둘째 주

금요일

14:00

~18:00

 · AATCC 및 ISO 등과 같은 해외규격의 

화학/물리시험 이론 기초과정
무료

바이어 맞춤교육 수요자와 협의
 · 1일 프로그램별(1~2h) 

                               * 세부프로그램 홈페이지 참고
무료



시험분석서비스 안내 - 먹는물 검사

금강유역환경청 제 14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시험·검사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공장심사, 교육훈련, 불량원인 분석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0여 년에 달하는 오랜 경

험과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를 보유하고, 환경 산업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으

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먹는물 검사 이외에도 수질·대기·실내공기질 측정대행, 토양

오염도조사, 악취검사, 석면조사·분석, 폐기물·해양배출폐기물 분석, 환경유해인자분석 등의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분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먹는물 검사항목

미생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여시니아균,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쉬겔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일반항목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색도, pH, 증발잔류물, 탁도, 세제, 잔류염소, 페놀, 시안

이온류

불소, 염소이온, 질산성 질소, 황산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금속류

구리, 납, 망간, 보론, 비소, 셀레늄, 수은, 아연, 알루미늄, 철, 카드뮴, 크롬, 스트론튬

유기인계 농약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펜토에이트, EPN

염소소독부산물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할로초산류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1,1-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

틸렌, 에틸벤젠, m,p-크실렌, o-크실렌, 브로모폼, 브로모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톨루엔,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기타 항목

카바릴, 포름알데히드,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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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환경바이오사업팀

 명천예 연구원 043-711-8849      

 cymyoung@fitiglobal.com



기타 환경분야 시험 분석

수질분야

수질측정대행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

정 

대기분야

대기측정대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

정

특정대기유해물질분석

실내공기질측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측

정대행

악취분석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종 분석

토양분야

토양오염도검사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

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진행 가능

토양오염정밀조사

토양정화검증

폐기물분야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농도 측정

육상폐기물분석

입도, 삼성분, 원소분석, 발열량, 성상분석 등 해양

배출폐기물 분석

PCBs 분석 

해양배출폐기물 분석

석면분야

건축물 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

토양 및 대기중 석면분석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 토양환경관리지침 및 실

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건축물 해체 제거에 따른 감리

환경유해인자분야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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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환경바이오사업팀

 송다영 주임 043-711-8865      

 ssongda@f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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