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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삶의 질을 강조한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국가경쟁력

과 결부되면서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삶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측정표준기술을 삶의 질의 관점에서 분석

한다. 먼저 여러 연구 자료를 토대로 삶의 질을 구성 개념들을 파악하여 분석틀을 도출한다. 이후, 이 분석틀

에 준하여 우리나라의 측정표준기술의 분포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현재의 측정기술표준에는 삶의 질과 

무관한 기술이 다수 존재하고 관련 있는 기술인 경우에도 경제적 삶의 질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기술표준에 있어서 삶의 질이라는 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핵심어 : 삶의 질, 국가경쟁력, 측정표준기술

ABSTRACT

The quality of life is emphasized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 in modern society. Such attention to quality of 

life started getting more attention lately as it is coupled with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spite the quality of 

life is very significant, the level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 country is not satisfactor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Korean standard measuring technology in terms of the QOL. First, We identified constructs of 

the QOL on the basis of several studies to derive an analytical framework. Then,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measurement standard technology in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The results of the 

analysis, many of the current measurement technologies described it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life. Even if the 

technologies are relevant. they showed a state biased to the economic QOL. This means that QOL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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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in the measurement technology standard. Therefore the further improved will be needed. 

Key Words : Quality of Life(QOL), Country's Competitiveness, Standard Measuring Technology 

I. 서론

1. 연구배경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삶의 질을 강조한다. 산업사회의 발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간 과도한 노동으로 희생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이에 대한 반향이 자연스레 커졌기 때문이라

는 해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국가경쟁력과 결부되면서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점은 주

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쟁력은 성장동력, 환경, 인프라 이외에 삶의 질까지의 4대 구성요소

로 이루어진다. 이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복합적 개

념임을 말해준다. 성장동력, 환경, 인프라 등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삶의 질은 비경제적인 측면을 

담고 있기 탓에 그러하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최근에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2011)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더군다나 국가경재력의 다른 제요소인 인프라, 성장동력, 환경이 각각 19위, 18위, 14위인 것을 감안하면 삶

의 질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의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무한 경쟁이 국가 차원에까지 확대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가경쟁력확보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온전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스털린의 역설을 극복해야하며, 이를 위

해서 삶의 질 제고는 반드시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당위성의 결과를 증명하듯 삶의 질은 국내를 넘어선 세계적인 화두로 확대되고 있다. OECD를 비

롯한 세계기구에서도 이에 관한 지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현상

인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각 부처에 각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의 R&D 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생태계 창조형 R&D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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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태계 창조형 R&D패러다임 전환(안)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측정 표준화 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

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3.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측정표준화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 및 민간 

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측정표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본 분야의 현황과 발전이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의 기준으로서 삶의 질에 대한 구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는 방법을 통해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측정표준 현황을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살펴봄

으로써 국내의 측정표준 기술의 삶의 질 측면에서의 강·약점 등을 찾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근거

로 삶의 질 측면에서의 국내 측정표준 기술 현황의 약점을 보완할 측정기술표준화 발전 방향을 제언한다.

<그림 1. 연구흐름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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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1. 삶의 질 

‘삶의 질’ 개념은 GNP 등 기존의 경제지표 중심의 생활여건이나 삶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의 한계로 인해 

등장했다. 경제적 여건만으로 새로운 사회의 흐름과 개인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증대하면서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많은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그렇듯 삶의 질 역시 그 개념에 대해 모호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지표

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측정내용에 대해 삶의 질, 복지, 행복, 주관적 웰빙, 

주관적 만족감 등 다양한 유사개념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삶의 질, 복지, 웰빙 

개념은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웰빙, ‘만족도’, ‘행복’ 개념은 상대적으로 주관적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에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주의적 경향이 일반적이다.

삶의 질 개념은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삶의 질 개념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

나 규범을 반영한다. 이러한 규범성으로 인하여 삶의 질 개념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 개념이 

된다.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이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삶의 질 개념은 근본적으로 주관적이고 규범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 개념은 전체 사회적 성격도 갖는다.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질(societal quality)’과 관계된 개념인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공

평(equality), 형평(equity), 자유, 유대감 등과 같은 전체사회적 특성이나 질도 ‘삶의 질’과 관련된다. 특히, 

최근에 복지의 배분 및 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서 증가하고 있다. 

사회응집력(social cohesion)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이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개념들이다.

2. 삶의 질 지수 작성 사례 

 앞서 살펴 본 삶의 질에 관한 개념과 개념적 특성들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 주체들에 의해서 삶의 질 지수

를 구축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측정기술표준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삶의 질 개념의 구성 체계가 가시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삶의 질 지수에 관한 고찰이 필수적 의미를 

갖는다. 1960년대부터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지표 운동이 미국에서 초기에 개발, 논의되어 오다 유

럽과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곧 국제기구에 의해 채택되었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국가 단위의 ‘삶의 질’, 혹은 

행복, 웰빙을 측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구성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본의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 LRI 일본 내각부 국민생활심의회, 2005)

일본의 생활개혁지수는 국민생활심의회 종합정책본부 조사위원회에 의해 2002년 12월에 마련되었다. 풍요

를 실현한 국민의 시점에 서서 구조개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구조개혁의 성과를 국민생활의 시점에서 여유와 안심 등의 비화폐적 측면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생활개혁의 

진척의 정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구조개혁의 여러 정책 중에서 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정리를 하였는데 2004년도에 개정된 지표체계에 

따르면 총 7개의 구조개혁의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



- 584 -

기 쉬운 사회,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표 2. 일본의 생활개혁 지수 구성 및 지표>

2) 캐나다의 웰빙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 웰빙지수(CIW)는 Waterloo 대학의 Applied Health Sciences 교수들과 관련 분야의 캐나다 및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CIW 네트워크를 통해 구축되었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나 지표구성 연구들을 토대로 웰빙

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표들도 동시에 고려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웰빙지수는 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 등 모두 

여덟 개 하부영역들로 구성되며, 여덟 개 영역 각각은 몇 개의 주제 아래 8-10개의 개념들로 분화되며, 각 

개념들은 여러 개의 변수들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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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캐나다 웰빙지수의 영역 및 측정내용>

3)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은 문화적 전통과 환경 보호,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부탄의 국정 운영철학으로 1998년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Sigme Singye Wangchuck) 부탄 

국왕이 도입하였다. 물질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영역 구분은 경제, 문화, 환경, 정부의 4개의 대 항목에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교육, 문화, 좋은 

거버넌스, 생태계, 지역사회의 생명력, 생활수준 등 9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 표 4. 부탄 국민총행복지수의 영역 및 지표 > 

4) 네덜란드의 웰빙지수(Wellbeing in Netherlands)

네덜란드 삶의 질 지수(LSI: Life Situation Index)는 1974년 The Netherlands Institutefor Social Research 

(SCP)에서 개발되었다. 네덜란드 국민들이 삶 속에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사회가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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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극복하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

었다. 상황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과 만족의 정도는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제외되어

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LSI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건강, 주

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 참여, 스포츠로 구분하였다.

역 주요지표

건강 일상생활 편의, 여가생활 편의

주거 주택유형, 주택소유여부, 방의 개수

이동성 자동차 소유, 공공교통수단 시즌티켓 소유

휴가 1년내 휴가, 해외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DVD 이어, PC 

사회문화   활동 취미의 다양성, 참여도

사회참여 사회  고립도, 자원 사활동 여부

스포츠 스포츠 활동 집

<표 5. 네덜란드 웰빙지수의 영역 및 주요지표> 

5) 호주진보척도(MAP: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국민들의 삶이 진보하고 있는 지(progress), 그리고 삶의 수준의 발전이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 지에

(sustainability)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서 2000

년에 처음으로 호주진보척도(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진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질적으로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역의 세 영역으로의 구분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 중 사회적 

영역을 개인에 직접적 초점을 두는 측면과 함께 사는 것과 관련된 측면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역 주요지표

사회 건강, 교육과 훈련, 일, 범죄, 가족/지역사회/사회  결속력, 민주주의/국정운 /시민권

경제 국민소득, 국부, 세 별 경제  안녕, 주택, 생산성

환경 생물 다양성, 땅, 육수, 바다/하구 퇴 지, 기, 폐기물

< 표 6. 호주 진보척도의 영역 및 주요지표 > 

6)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유엔 전체의 개발 원조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인 유엔개발계획에서는 매년 인간개발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본 지수는 개발도상국가의 원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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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주요지표

수명 평균수명

교육수 교육정도, 교육기회

생활수 1인당 GDP

< 표 7. UNDP의 인간개발지수의 영역 및 주요지표 > 

7) OECD의 삶의 질 지수(How's Life Index)

OECD에서는 2011년 50주년을 맞이해서 Better Life Initiative를 시작하면서 웹기반으로 How's Life Index

를 작성하고 있다.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망라한 11개 분야에 걸쳐 작성되며, OECD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웹페이지 방문자가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영역별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1개 영역은 주택,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거버넌스, 건강, 생활만족도, 안전, 일-생활 균형으로 

구성된다.

< 표 8. OECD의 삶의 질 지수의 영역 및 지표 > 

8) 대한민국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우리나라도 통계청 통계개발원을 주체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측정체계를 구축하

였다.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해 12개 영역 81종의 지표가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되었다.

12개 영역은 크게 물질부문과 빗물질 부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물질부문에는 소득·소비·자산, 고용·

임금, 사회복지, 주거의 4개 영역이, 비물질부문에는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

경, 주관적 웰빙 등의 8개 영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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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역

개수 내용

일본,

생활개 지수
7개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쉬운 사회, 경

제  여유와 망을 지닌 사회,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사람들이 서로 교

류하기 쉬운 사회,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마음과 몸의 건강

을 보호하는 사회

캐나다,

웰빙지수
8개

생활수 ,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

육, 환경

부탄,

국민총행복지수
9개

심리  웰빙, 건강, 시간 활용, 교육, 문화, 좋은 거버 스, 생태계, 지역사회

의 생명력, 생활수

네덜란드,

웰빙지수
8개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문화   활동, 사회 

참여, 스포츠

호주,

진보척도
3개 경제  역, 사회  역, 환경  역

< 표 10. 삶의 질 지수 사례 > 

< 표 9. 대한민국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영역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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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역

개수 내용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3개 수명, 교육수 , 생활수

OECD,

삶의 질 지수
11개

주택,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거버 스, 건강, 생활만족도, 안 , 

일-생활 균형

한민국,

국민 삶의 질 지표
12개

소득·소비·자산, 고용·임 ,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

동체, 시민참여, 안 , 환경, 주  웰빙

 

III. 삶의 질 구성체계

지금까지 논의된 삶의 질 지수 사례를 종합하여 삶의 질 구성체계를 고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삶의 질 개념

은 일차적으로 크게 경제, 사회, 환경, 개인의 네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은 일, 

경제적 여유, 생활수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소득, 일자리, 고용, 임금의 세부 개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측면

은 기회, 교류, 향상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지역사회 생명력, 거버넌스, 공동체, 사회 복지, 휴가 등의 

세부개념을 포함한다. 생활환경, 생태계, 이동성, 여가와 문화, 주거 및 주택, 안전 등은 환경적 측면의 세부개

념이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측면에서는 건강, 시간 사용, 교육, 웰빙, 레저활동, 사회참여, 스포츠, 수명, 생활만

족도, 일-생활균형, 주관적 웰빙 등의 세부개념에 대한 상위 개념으로 작용한다.

본 개념 1차 구성개념 2차 구성개념

삶의 질

경제 일, 경제  여유, 생활수 , 내구성 소비재 소유, 소득, 일자리, 고용, 임

사회
기회, 교류, 향상심, 공동체 활력, 민주  참여, 지역사회 생명력, 거버 스, 
공동체, 사회 복지, 휴가

환경 생활환경, 생태계, 이동성, 여가와 문화, 주거  주택, 안

개인
건강, 시간 사용, 교육, 웰빙, 활동, 사회참여, 스포츠, 수명, 생활만족
도, 일-생활균형, 주  웰빙

< 표 11. 삶의 질 구성체계 > 

 

IV. 측정표준기술 현황

1. 분석 대상의 범주 

분석의 대상이 될 측정표준기술 현황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업을 토대로 한다.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

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1).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법(1980. 10.)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

한다.”, 국가표준기본법(1999. 2.) 제13조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① 국가측정표준원기의 유지·관리, 표준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각국 표준과학기술 기관과의 교류 및 기타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행한

다. ②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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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개발 목표 개발 기술

1 로벌 측정표  선도

① 질량 신정의를 한 와트 울

② 원자분수시계

③ 자계수검출기 양자효율 측정표

2
측정표  기반 공공 수요 

기술 고도화

④ 환경 물리량 측정표  기술

⑤ 국가 안보  공공 인 라 기술

3
신수요 응 측정표 기술 

개발

⑥ 극한형상 측정기술

⑦ - 자  융합 고속 측정기술

⑧ 양자 력 측정기술

⑨ 역 역학 측정기술

4
식품 유해성분  양성분 

측정표  확립

⑩ 식품  유해 유기물 측정표  확립

⑪ 식품  유해 무기원소 측정표  확립

⑫ 식품 양성분 측정표  확립

5 환경 분야 측정표  확립

⑬ 지구  기 모니터링을 한 측정기술 

⑭ 기 스모그 응 측정표 기술

⑮ 지구  해양 모니터링을 한 해수  원소성분 측정기술

6
방사선 측정표 , 안 측정기술, 

나노안 성 평가기  개발

⑯ 의료방사선·방사능  성자 측정표  기술

⑰ 결함 탐지 신뢰성 확보  역 이상탐지 기반 기술

⑱ 나노물질 특성측정  독성평가 표 화기술

7
바이오·임상 측정원천기술 개발 

 측정표  확립

⑲ 바이오분야 측정원천기술 개발  측정표  확립

⑳ 임상분야 측정표  확립  핵심 인증표 물질 개발·보

8 에 지 소재 측정기술 개발
㉑ 고압 수소재료 피로손상 측정기술

㉒ 열 에 지 변환효율 측정기술

9
우주용 학부품 개발  측정기술 

개발

㉓ 직경 1 m  성 학계와 0.3 m  항공용 학계 조립  시험

㉔ 직경 200 mm 신소재(SiC) 변형거울 설계  제작

㉕ 직경 100 mm 자유곡면 복합 소자 형상측정

10
차세  반도체 박막 공정용 핵심 

측정기술 개발

㉖ 박막장비 진공배기  효율측정기술

㉗ 박막공정 라즈마 효율 측정기술

㉘ 박막 다성분 산화물 측정기술

㉙ 박막 단차  표 조직 측정기술

11 나노물성 측정장비 핵심기술 개발

㉚ 연성물질 측정용 고기능 이온빔 발생기술

㉛ 고분해능 자 미경 소형화 기술

㉜ 정  실시간 분 타원측정기술

12
양자역학  한계에 도 하는 첨단

측정기술  응용분야 개척

㉝ 차세  양자 기표  소자  단일양자 측정제어기술

㉞ 열물성 기반 고분해능 측정기술

㉟ 차세  핵자기공명  뇌자도 측정기술

㊱ 고감도 자기센서 기술

<표 12. 측정표준기술 현황>

측정표준기술 현황의 시간적 범주는 미래 지향적 시각을 도입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2015∼2017 경

영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과제들을 상정한다. 이는 삶의 질이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지향 가치이

며 따라서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준가치로서의 성격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의한다.

2. 측정표준기술 현황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2015∼2017 경영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과제에 따르면 측정표준기술은 14개의 

개발목표 하에 총 41개의 개발기술이 존재한다.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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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개발 목표 개발 기술

13
미래수요 의료측정/평가를 한 

나노바이오·의료 융합측정기술 개발

㊲ 고감도/고선택성 생체분자 측정을 한 질량  열 기반 

융합기술

㊳ 의료용 음 / 이 /MRI 신뢰성·안 성 평가기술  의료 상정량화 기술

14
원자수  물질조작  이를 이용

한 극한정  측정과학기술 선도

㊴ 온 원자 물질  간섭계  도 큐빗

㊵ 원자수  물질형성 규명  조작을 통한 나노구조체 개발

㊶ 표면 라즈몬 공명 외선 상  물성제어

V. 측정표준기술 현황 분석

1. 분석의 방법

분석의 대상이 될 측정표준기술 현황에 적용할 분석 방법은 삶의 질 구성체계에 따른 분포 분석이다. 각 

개발기술의 내용 및 개발 목표를 고려하여 적합한 구성개념을 찾는다. 이를 통해 현재의 측정표준기술들이 

삶의 질이라는 가치개념에 견주어 어떠한 강약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내용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현재의 측정표준기술에는 삶의 질과 무관한 기술들이 다수 존재한다. 질량의 신정의를 위한 와트저울 

외에 원자분수시계, 대광자계수검출기 양자효율 측정표준, 초저온 원자 물질파 간섭계 및 초전도 큐빗, 원자

수준 물질형성 규명 및 조작을 통한 나노구조체 개발, 표면 플라즈몬 공명적외선 영상 및 물성제어 등 총 

6개(15%)의 기술들이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기술들에 해당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부분 과학의 첨단의 방향

으로 발전하면서 과학 발전의 과정에서 필요한 측정기술들이다.

둘째,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측정표준기술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은 경제 분야로 나타났다. 총 41개

의 측정표준기술 중 절반이 넘는 22개(54%)의 기술이 경제 측면의 삶의 질과 유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각의 기술들은 대부분 특정 산업의 생성 및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경제 측면의 삶의질 개념 다음으로 개발 중인 측정표준기술이 많이 분포해 있는 영역은 환경 측면의 

삶의 질이다. 총 41개의 측정표준기술 중 10개(24%)의 기술이 환경적 삶의질 개념과 그 목적이나 내용이 일

치했다. 환경 측면의 삶의질은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개념이 측정표준기술과 매칭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루

어지는 안전 개념으로는 식품 안전 이외에 방사선 및 신물질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것들이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에 따라 생활 환경이나 생태계 보호와 같은 개념과 유관하는 측정표준

기술도 다수 존재했다. 전지구적 대기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술, 대기 스모그 대응 측정표준기술, 전지구적 

해양 모니터링을 위한 해수 중 원소성분 측정기술, 환경 물리량 측정표준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삶의 질의 구성개념 중 측정표준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개인 및 사회가 분석되었

다. 총 41개의 측정표준기술 중 단 1개(2%)의 기술이 사회적 삶의 질 개념과 부합하였고, 개인적 삶의 질 

개념에 부합하는 기술은 이보다 하나 많은 2개(5%)의 기술이 해당했다. 사회적 삶의 질에 부합하는 측정표준

기술은 국가 안보 및 공공 인프라 기술이다. 사회적 삶의 질 부분에서 최근의 경향은 거시적 측면보다는 미시

적 측면의 지역의 사회 생명력, 공동체, 사회복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이 강조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은 문제적이라 할 만하다. 또한, 개인적 삶의 질 개념에 부합하는 2개의 기술 역시 모두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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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되어 있다. 개인적 측면의 삶의 질은 개인의 건강 이외에 웰빙, 생활만족도, 일-생활 균형 등의 주관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적이라고 

지적할 만하다.

본 개념
1차 

구성개념
개발 기술 비율

삶의 질

경제

⑥ 극한형상 측정기술

54%

⑦ - 자  융합 고속 측정기술

⑧ 양자 력 측정기술

⑨ 역 역학 측정기술

⑲ 바이오분야 측정원천기술 개발  측정표  확립

⑳ 임상분야 측정표  확립  핵심 인증표 물질 개발·보

㉑ 고압 수소재료 피로손상 측정기술

㉒ 열 에 지 변환효율 측정기술

㉓ 직경 1 m  성 학계와 0.3 m  항공용 학계 조립  시험

㉔ 직경 200 mm 신소재(SiC) 변형거울 설계  제작

㉕ 직경 100 mm 자유곡면 복합 소자 형상측정

㉖ 박막장비 진공배기  효율측정기술

㉗ 박막공정 라즈마 효율 측정기술

㉘ 박막 다성분 산화물 측정기술

㉙ 박막 단차  표 조직 측정기술

㉚ 연성물질 측정용 고기능 이온빔 발생기술

㉛ 고분해능 자 미경 소형화 기술

㉜ 정  실시간 분 타원측정기술

㉝ 차세  양자 기표  소자  단일양자 측정제어기술

㉞ 열물성 기반 고분해능 측정기술

㉟ 차세  핵자기공명  뇌자도 측정기술

㊱ 고감도 자기센서 기술

사회 ⑤ 국가 안보  공공 인 라 기술 2%

환경

④ 환경 물리량 측정표  기술

24%

⑩ 식품  유해 유기물 측정표  확립

⑪ 식품  유해 무기원소 측정표  확립

⑫ 식품 양성분 측정표  확립

⑬ 지구  기 모니터링을 한 측정기술 

⑭ 기 스모그 응 측정표 기술

⑮ 지구  해양 모니터링을 한 해수  원소성분 측정기술

⑯ 의료방사선·방사능  성자 측정표  기술

⑰ 결함 탐지 신뢰성 확보  역 이상탐지 기반 기술

⑱ 나노물질 특성측정  독성평가 표 화기술

개인
㊲ 고감도/고선택성 생체분자 측정을 한 질량  열 기반 융합기술

5%
㊳ 의료용 음 / 이 /MRI 신뢰성·안 성 평가기술  의료 상정량화 기술

삶의 질과 무

① 질량 신정의를 한 와트 울

15%

② 원자분수시계

③ 자계수검출기 양자효율 측정표

㊴ 온 원자 물질  간섭계  도 큐빗

㊵ 원자수  물질형성 규명  조작을 통한 나노구조체 개발

㊶ 표면 라즈몬 공명 외선 상  물성제어

<표 13. 삶의 질 구성체계에 따른 개발기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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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에서 진행한 측정표준기술현황을 분석의 결론은 그것이 삶의 질이라는 가치와 유리되어 있다는 사

실이다. 본 연구가 매우 관대한 기준에 의해서 삶의 질 개념과 해당 측정표준기술을 추출했음을 고려할 때, 

그 유리의 정도는 매우 클 것으로 짐작한다. 기획 단계에서 삶의 질이라는 가치 기준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삶의 질이라는 가치는 과학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 삶의 질이라는 가치 기

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사회과학적 개념이므로 과학 분야에서

는 다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우리 과학계의 기저에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융합의 시대에 칸막이적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문적 효율성을 위해 세분화된 학문의 분류를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이라는 가치는 현재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는 가치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에도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가치이다. 삶의 질 개념을 고려한 측정표

준기술의 발전 방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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