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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박현민입니다.

2021년 현재 세계는 유난히도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류 발전사에 있어 거대한 변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지구의 임계점에 이른 것처럼 COVID-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문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의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

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연구원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수립된 ‘KRISS 미래비전 2035’는 국가적으로,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RISS 미래비전 2035’의 전략은 다가올 2035년의 미래를 그려보고, 과학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상 정립을 위해 SI(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단위 재정의, 팬데믹,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양자, 안전 등 

메가트랜드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후, 새로운 비전으로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KRISS”를 

이끌어 내었고, 이로부터 메가트랜드의 문제해결을 뒷받침하고자 외부전문가와 

원내 연구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KRISS의 미션인 표준과 신측정기술 분야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전환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분야는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만이 다가오는 위기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착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연구개발을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에 

기반하여 ‘KRISS 미래비전 2035’ 전략에 “표준”과 “측정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KRISS 미래비전 2035’를 만드는 작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TF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신 

외부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박 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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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중요성 

Need for Metrology

“정복은 순간이지만 이 업적은 영원하리라.”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한 이 업적은 미터법의 제정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인간 사상의 

지평을 넓히는 전환점이었다면 도량형의 국제적 통일은 인류사의 또 다른 혁명이었습니다.

길이, 무게, 시간, 온도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표준의 사용은 물질문명 구축의 근본적인 기준을 제공해왔습니다. 

상업거래와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 환경의 보존, 합리적인 자원의 사용까지 현대의 

산업과 과학기술은 모두 측정결과에 의존하거나 측정 자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표준은 이러한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기준입니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측정표준의 

확립은 국가 경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국제무역에서의 측정표준 능력은 한 국가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척도로 

작용하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신용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21세기의 세계 경제는 거대한 가치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상품 제조와 유통, 판매, 서비스의 모든 과정이 국제적

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거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팽팽한 대립 속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담보하는 측정표준은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측정표준은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의 파수꾼 역할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측정은 안정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중금속, 성장호르몬, 항생제, 식품첨가제 

등과 같은 유해물질의 정확한 측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적 해결 과제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물이 모두 연결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초지능·초연결 사회는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빅데이터가 

핵심 축을 이룹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자동차, 각종 가전기기와 산업현장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만큼 보편화

되고 있는 센서의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KRISS Vision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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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단위 
재정의

스마트 
소재 저출산·

고령화

양자혁명

KRISS의 미래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1975년 설립 이래 최고수준의 측정표준 확립 및 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토대를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량(mol) 등 최근 재정의된 4개 기본단위의 표준 확립과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단위연구 수행을 통해 국제단위계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대대적인 사회경제 구조 재편, 

시시각각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사상 초유의 팬데믹 등 모두 전례가 없던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 KRISS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사회적 현안해결과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을 위한 책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산업, 의료, 건강, 금융, 교육, 재난, 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D.N.A(Data·Network·AI) 기반 미래선도형 측정기술 연구개발, 기후변화·감염병·미세플라스틱·방사능 등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유해물질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폭넓은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KRISS는 본연의 역할을 교정·시험·인증표준물질보급 서비스에서 국제표준화 및 법정계량 등 국가표준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 등 민간의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를 통해 

최고의 정밀정확도를 갖춘 측정표준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책자에서는 KRISS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폭넓은 해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투자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패러다임 전환을 향한 우리의 도전에 더욱 큰 영감과 자극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3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래상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KRISS

•세계를 선도하는 측정표준 확립

•미래를 준비하는 측정기술 개발

•국민에게 다가가는 측정서비스 제공

측정표준확립
국가표준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위한 

측정표준 연구

메가트렌드 주요 키워드 

표준서비스
대국민 표준서비스 극대화

측정과학기술
국가·국민생활문제 

해결 및 미래 혁신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측정기술 개발

▶▶ KRISS 미래상 정립

첨단 장비

AI·
빅데이터

미래 첨단 
측정기술

KRISS 미래상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KRISS
  * 세상: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표준·측정과학 경쟁력 확보

** 기준:  측정 이슈에 선제적으로 도전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준을 만들고, 과학기술 발전의 척도로서 측정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원으로 도약

디지털 
전환 

팬데믹

보호무역 탄소중립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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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헌법(1987.10.)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국가표준기본법(1999.02.) 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국가측정표준 원기의 유지·관리, 표준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각국 표준과학기술 기관과의 교류 및 

기타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행한다. 

   ②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4.09.)

▶▶ 설립근거

(’21년 5월 현재/ 단위: 백만원)

지출

158,902

연구직접비

94,974

인건비

49,704
기타

2,025
시설비

1,400

수입

158,902

정부출연금

99,991

자체수입

55,887

전기이월

3,024
경상운영비

10,799

▶▶ 예산

1

(′21년 5월 현재 / 단위: 명)
▶▶ 조직 및 인력

구분
임원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사무

지원직
계

원장 책임 선임 원 책임 선임 원 책임 선임 원 책임 선임 원

박사 1 224 70 - 12 2 1 - 1 - 2 - - - 313

석사 - 2 1 1 10 27 14 5 11 - 2 - - 1 74

학사
이하

- - - - 11 9 1 6 21 18 27 - - 11 104

계 1 226 71 1 33 38 16 11 33 18 31 - - 12 491

*주)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준

KRISS Vision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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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

▶▶ PEST 분석

• 국가표준정책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표준 체계 고도화 전략 추진

-  KRISS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 및 보급 강화를 위하여 측정표준기술 연구를 

통한 세계선도 측정표준 선진화 필요

• 과학기술 역할 변화  경제발전 견인에서 국민과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역할 확대 

-  국민의 안심사회 구축,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현안 대응, 국가혁신 성장선도, 

4차 산업 주도 등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정책적 환경 

Political Social

사회적 환경 • 안전 욕구 증가  재난 및 테러, 화학물질,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감염병(Post 

COVID-19),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 국민의 불안감 증대

 • 인구구조의 변화  초저출산의시대 도래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초유의 시대 돌입

• 탄소중립  파리협정의 발효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를 통해 실질적 배출량 0(Zero)화 요구 증대

Technological

• 단위 재정의  불변의 단위체계 확립을 위해 SI(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기본

단위가 재정의되면서, 관련 유도단위 신정의, 실현 보급 등

• 4차 산업혁명 대응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진 초연결성·융합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구조에 대응한 측정표준 고도화 필요

- AI, 빅데이터의 고도화, 양자기술 상용화, 수소 경제 현실화 등에 따른 측정표준 구현

• Post COVID-19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미래사회는 AI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급부상 할 전망

• 정밀 측정기술  전 산업에 걸쳐 정밀 측정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복합측정, 첨단 

제조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측정기술의 보급과 확산이 시급

기술적 환경

Economical

경제적 환경 • COVID-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경 차단으로 국가 주요 산업생산

시설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 및 

기술 자립화 필요성 제기  

• 보호무역 증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활동 강화 및 

제품 인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간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어려움 증가

-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밀측정기술을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대응

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첨단 측정 표준기술 확보 필요

• 글로벌 저성장  글로벌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 특히 주력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해법이 요구

1 측정표준의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동등성 확보 및 

선도적 측정표준 확립
3 4차 산업 고도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유망 측정기술 투자 확대
2 경제성장, 산업화 수요와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측정과학기술 개발 강화
4 고객 중심의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서비스 고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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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

▶▶ 주요 NMI 동향

▶▶ 외부 기술 수요

• 언택트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측정표준, 측정기술에 대한 수요발굴이 필요

• 원격진단 측정기술 및 측정표준 확립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밀 측정 연구탄소중립

팬데믹

•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측정데이터 분석, IoT 및 로봇을 활용한 원격·자동 측정기술 등의 연구

•인공지능의 측정표준, 측정기술, 원격교정 등

4차 산업혁명

•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진단기기등 측정 등 새로운 측정수요에 대한 선도적 대응 필요

• 인공지능 기반 초음파 장비들의 측정 방법 필요

바이오

• 방사선 측정장비/방사선기기 안전성능 검정 및 교정·시험 기술 개발 및 보급국민안전

•양자와 마이크로제조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정 및 모니터링 기술

• 실시간 소급성 체계 확립

임베디드 시스템

• 스마트팩토리가 확대 되면서 현장에 사용하는 로봇과 정밀부품 등의 성능 검증이 요구로봇 교정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크, 양자센서, 양자소자 및 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양자

▶▶ 이해관계자 분석

•측정표준 국제 동등성 확보를 통한 국가 간 자유무역 기반 마련

•기본단위 재정의 등 측정표준 분야 국제 이슈 대응

•인증표준물질 개발·보급을 통한 식품, 환경, 방사능 분야 측정소급성 구축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역할 수행(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2항 명시)

•의료, 보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이슈 대응 강화

•기후변화, 에너지, 재난안전 등 국가·사회적 이슈 대응 측정기술 개발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측정표준 및 측정기술 개발

•기술선도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미래형 신산업을 위한 측정기술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오픈형 융합사업, 차세대 인재양성 등 산학연 공동연구 수요 확대

국   제

정   부

국   민

산학연

• 측정 과학, 표준 및 기술 개발 4대 중점 분야 선정(양자과학, 인공지능, 시스템생물학, 

사물인터넷)

• 새로운 자연상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양자기술, 의료기술, 디지털화,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도전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

• 새로운 양자 SI, 측정 플로티어, 지능형·상호연결형 측정, 임베디드·유비쿼터스 측정

• 지구 환경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성 및 공급의 다양화, 퓨처 팩토리, 빅 사이언스, 

건강한 사회, 주요 자원 및 인프라 관리 등에  6대 도전분야 제시

NIST

PTB

NPL

2

KRISS Vision 2035

• 제조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제조업,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바이오·메디컬·농업 

산업 고도화 지원(의료 방사선, 생체 관련 성분분석, 식품 관련 측정 등), 첨단 

측정·평가 기술(양자측정, 초미량 측정 등)의 중점 개발 제시

NMIJ

• 측정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연구 확대, 측정서비스 및 인증 역량 개선, 계량감독 

관리체계의 강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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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

▶▶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대내외 환경분석 주요이슈를 기반으로 

SWOT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과 연구 분야별 전략 방향성 수립

•국제 측정표준 동등성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

•국내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선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표준화 연구 강화

•신산업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측정기술 선점

•IT 융합 측정기술 확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구축

•우수한 국가 첨단 측정 인프라 활용 확대

•산업계 통합지원 원스톱 솔루션 제공

대응
전략

발전
방향

•세계를 선도하는 측정표준 확립

•미래를 준비하는 측정기술 개발

•국민에게 다가가는 측정서비스 제공

Strengths(강점)

S1. 국내최고 수준의 표준 및 측정 분야 인력 및 역량 보유 

S2.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측정 인프라 보유

S3. 표준분야 국제 동등성의 우수 연구분야 확보

S4. 표준(연) 기관 고유사업 비중 강화 전망

S
Weakness(약점)

W1. 선진국 우수기관 대비 정밀측정 기술 격차 존재 

W2. 중장기적, 지속적 연구몰입환경 시스템 부재  

W3. 자율·창의·융합형 연구몰입 환경 조성 요구

W4.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유인책 부족

W
Opportunity(기회)

O1.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세대 측정 기술 개발 요구

O2. 신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 및 측정 중요성 증대

O3. 친환경, 헬스케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O4.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증대

O5.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정기술 요구

O
Threat(위협)

T1. 표준, IP(Intellectual Property) 선점 경쟁 등 기술패권주의 심화

T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환경 규제 강화

T3. 새로운 인체 위협물질 및 신종화학물질 위험 증가

T4. 측정 및 표준과 관련된 기술지원 요구 증대

T5. 우수 인력 유치 경쟁 심화

T

강점·기회(SO) 전략

•측정표준의 중장기적 연구 방향 설정 및 추진(S4, O3)

•신산업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측정기술 선점(S1, O1,5)

•우수 측정 인프라를 활용한 융합연구 활성화(S3, O4)

SO
약점·기회(WO) 전략

•신산업분야 정밀 측정 R&D 강화 추진(W1, O2)

•측정표준의 국제 선도를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W1, O2)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연구 확대(W2, O3)

WO
강점·위협(ST) 전략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환경 연구 확대(S2, T2) 

•국제 동등성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S3, T1)

•측정·표준 기술적 수요를 반영한 기업지원 강화(S1, T4)

ST

약점·위협(WT) 전략

•대형성과 창출을 위한 지속·장기 연구 확대(W2, T1)

•창의적 융합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W3, T1)

•글로벌 성과창출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W4, T5)

W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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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ISS 비전

2. 발전방향

PART 3
비전 및 발전방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래비전

2035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세
상의 기준을 만

드

는
 K

R
IS

S비전

KRISS 비전

메가트렌드 및 KRISS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정립된 미래상(비전)을 중심으로 

KRISS “3대 발전방향-8대 발전전략-24대 중점추진분야”를 수립

세계를 선도하는
측정표준 확립

1
SI 단위 실현

•기본단위 재정의

•유도단위 신정의

•新 측정수요 대응

1-1
국민안전 표준 확립

•첨단 보건의료/식품 안전

•국가시설인프라

•방사능 안전

1-2
국가주력산업 
측정표준 확보

•첨단 제조 정밀측정

•우주국방 기반기술

•산업용 소재 표준

1-3

고객중심 서비스 구축

•원스톱 측정서비스

•측정데이터 허브

•차세대 측정인재양성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측정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기술창업 활성화

3-1 3-2

미래측정기술 선도

•양자기술

•AI 측정 플랫폼

•스마트 측정시스템

2-1
초연결/지능화 
측정기술 개발

•첨단 소재

•스마트 센서

•디지털 전환

2-2
탄소중립 기반구축

•온실가스 정밀측정

•기후환경변화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성능측정

2-3
미래를 준비하는 
측정기술 개발

2

국민에게 다가가는 
측정서비스 제공

3

발전방향 발전전략  중점 추진분야

인간

▶▶ ▶▶ ▶▶핵심가치

신뢰

도전

측정표준·측정과학기술 

보급 및 서비스

임무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 향상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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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2
• 2019년 5월 20일에 재정의된 4개 기본단위(kg, K, A, mol)와 향후 

재정의가 예상되는 기본단위(s)에 대응하고 새로운 측정수요 표준 

확립을 위한  SI(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로 단위실현

• 첨단 제조, 첨단 측정장비 분야, 우주·항공, 산업용 반도체 소재 

등 국가주력산업 측정표준 확보

    -  국가주력산업 측정표준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세계를 선도하는 측정표준 확립

1

• 안전측정 난제 해결, 보건의료/식품 안전 대응, 방사능 안전

대응, 원전해체 안전성 확보 등 국가안전표준 확립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 식품, 국가

인프라 분야 세계최초 및 글로벌 선도 측정표준 확립

Kibble Balance

Ytterbium Optical 
Lattice Clocks

Advanced 
Healthcare

 Chemical Measurement 
Standards

Food Safety

Radiation Safety

Fundamental 
Technology in Space

Semiconductor 
Ga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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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상수 기반 기본단위 구현을 통해 국제 측정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기여하고, 이에 기반한 초정밀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과학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 주요 첨단 산업(양자기술, 위성항법시스템 등) 

및 우주·국방산업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바이오분야 측정량에 대한 SI 기본단위 

정의로의 측정소급성을 확보하고, 복잡한 측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미래 측정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 기본단위 재정의 |

주요 추진방향

•광주파수 시계 개발 및 초장거리 정밀 시각주파수 비교 기술

• 물리상수 기반 기본단위(길이, 질량, 온도, 전류, 광도)의 정확한 구현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리량 정밀 

측정기술

•가스 및 무기원소, 유기화합물 동위원소비 측정에서의 SI 기본단위로 측정소급성 연결 측정표준 기술

•SI 기본단위로 측정소급성이 연결된 바이오 물질 측정표준 기술

핵심기술

SI 단위 실현발전전략1-1

SI 단위 실현발전전략 1-1

| 유도단위 신정의 |

주요 추진방향 SI 기본단위 재정의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유도단위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SI 기본단위(질량, 온도, 광도, 길이, 시간, 전류) 관련 유도단위 측정표준기술  

•가스 및 원소(무기, 유기) 물질량 관련 측정표준기술

•전자파 전력·임피던스 측정표준 원천기술

•음향·진동·초음파 신측정표준기술 

핵심기술

| 新 측정수요 대응 |

주요 추진방향 양자기술,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고도화된 통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차세대 통신기술

(6G)과 같은 미래기술 분야에서도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측정과 융합되거나 새로운 측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계의 동향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테라비트(Tbps)급 초연결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측정기술 개발 및 측정소급성 확보

•초감각 기반의 가상·증강현실 구현을 위한 핵심 측정기술 개발 및 측정소급성 확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 측정기술 개발 

•통계자료, 인체 감정·감각, 사회반응 등 새로운 데이터들의 신뢰성 및 소급성 확보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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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측정과학과 측정표준 기반의 보건의료 데이터 획득을 통하여 의료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식품 유해물질 검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겠습니다.

| 첨단 보건의료/식품 안전 |

주요 추진방향

•신뢰성 있는 의료데이터 생성을 위한 측정기술 개발 및 측정서비스 보급 

•암 분자진단, 감염병 진단, 대사질환 진단 분야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

• 체내 대사물질, 유전자, 단백질, 바이오의약품, 미생물, 환경호르몬, 농약,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측정표준 확립 

•미량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초고감도 측정 장비 및 시료전처리 기술 개발

핵심기술

국가안전표준 확립 발전전략1-2

국가안전표준 확립 발전전략 1-2

| 국가시설 인프라 |

주요 추진방향 교통인프라(교량·철도) 및 에너지·화학·중공업 산업설비와 같은 국가 기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측정·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실시간 감시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구조안전 솔루션 개발을 통해 대형 복합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육상교통인프라(교량·철도) 및 에너지 산업 설비 구조안전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 상태인자(응력, 미세

균열, 누설, 변형 등) 측정·모니터링 기술 개발

•주요 인프라 지능형 안전성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구조안전 솔루션 개발

•비파괴검사 AI 데이터 생산·수집·공유·활용·관리기술 개발

핵심기술

| 방사능 안전 |

주요 추진방향 원전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분석을 위한 측정표준 기술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인증표준물질의 개발, 방사능 

사고 대응 및 평가 기술등을 확립하여 통해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사능 

측정표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원전해체 방사능 측정표준개발·원전해체 분석법 개발·방사성 폐기물 측정표준 확립

•방사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사능 사고 대응 및 평가기술 개발·핵탐지기술 측정 소급성체계 확립

•환경방사능분석 측정표준 및 소급성체계 확립·에어본 방사능 측정기술 확립

•원전해체·방사성 폐기물·핵탐지기술·환경방사능 인증표준물질 개발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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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소자 제조공정의 측정한계 극복 및 측정장비의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선도의 첨단 소자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주력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 첨단 제조 정밀측정 |

주요 추진방향

•3차원 고대비 전자소자 제조공정을 원자층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측정기술

•대면적 유연소자 제조공정 제어 실시간 측정기술

•3D 프린팅 공정 실시간 제어용 측정기술 

•첨단 소자 제조 공정과 융합된 가상측정기술

•유지보수, 교정, 측정분석의 자율기능 내재된 지능형 측정기술

핵심기술

국가주력산업 측정표준 확보발전전략1-3

국가주력산업 측정표준 확보발전전략 1-3

| 우주·국방 기반기술 |

주요 추진방향 초고해상도 대형 관측위성 및 극초정밀 광학계, UAV(Unmanned Aerial Vehicle) 광영상장비, 고에너지 레이저 

관련 무기체계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우주·국방분야의 광학계 정보·전략자산 기술을 독자적으로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구축하겠습니다.

• 초고해상도 대형 관측위성을 위한 전개형 조각거울 소재·가공·측정·제어기술 개발

• EUV(Extreme Ultraviolet) 및 X-선 첨단 광학계용 극초정밀 가공 및 원자수준 파면측정기술 개발

•UAV용 다채널(EO·IR, Electro-optic and Infrared) 광영상장비 제작·조립·평가기술 개발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용 적응광학 기술 개발

•가상·증강현실 핵심 광학계 평가·진단기술 개발

핵심기술

| 산업용 소재 표준 |

주요 추진방향 극저농도 불순물 분석을 위한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산업용 소재의 물성 및 적합성 DB 구축, 참조 데이터의 

활용 및 보급 등을 통해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측정표준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순도 가스소재 측정기술 개발: 순도분석·불순물 분석

•고순도 가스소재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 배관·실린더·밸브 적합성

•초고순도 가스소재 제조기술 개발: 제조·정제·운송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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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양자 플랫폼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요소기술 확보, 

AI 측정 기반 기술 확보, 스마트홈 및 스마트 시티에 대비한 스마트 시스템 연구를 

통해 미래측정기술 선도

•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실무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실시간·다중극한환경 핵심물성 측정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첨단 융복합소재, 스마트 

센서 고도화를 통한 초연결/지능화 측정기술 개발

• 생산, 활용, 배출 단계의 온실가스 전주기 측정표준을 확립, 

   전지구적 정밀기후측정기술 개발, 기후·환경·에너지 기술의 

    성능평가 및 측정표준 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  파리협정의 발효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측정·평가를 위한 기반 기술 제공 

미래를 준비하는 
측정기술 개발

2

Smart Factory

Quantum Technology

Renewable Energy

Smart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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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크, 양자센서, 양자소자 및 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수월성을 달성하여 

기존 한계를 넘는 미래혁신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양자기술 |

주요 추진방향

•문제해결형 양자컴퓨터 및 양자시뮬레이터 기술

•다자 간 양자 통신·컴퓨팅 네트워크 기술 개발

•정밀 양자센서 기반 표준 측정 기술 및 고분해능 양자 이미징 기술 개발

•혁신적 양자소재·소자 원천기술 개발

핵심기술

미래측정기술 선도 발전전략2-1

미래측정기술 선도 발전전략 2-1

| AI 측정 플랫폼 |

주요 추진방향 AI 기술을 기반으로 측정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AI 융합형 측정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AI 검증을 위한 기준데이터(참조표준)를 개발·보급하는 측정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AI 기술의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AI 융합형 비파괴 평가 솔루션

•음향신호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 음원 위치 추적기술

•AI 검증을 위한 기준데이터(참조표준) 개발·보급

핵심기술

| 스마트 측정시스템 |

주요 추진방향 측정시스템은 개별관측점ㆍ단일 물리량에 대한 측정 신뢰성 및 소급성 유지에서, 통합된 시스템에 대한 

자체적인 생태계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형 측정망 제공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시스템 단위에서의 의사 결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항상성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 등 복합측정에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원격·상시 교정 및 보정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형 측정망 개발

•실시간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의 리소스 관리 모델개발을 통한 최적화된 시스템 운영 체계 개발 

•디지털 성적서 및 교정 결과에 대한 현장·상시 업데이트 및 보안 기술 개발

•측정망을 포함한 시스템 단위에서의 상태 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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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첨단 소재의 수요발굴, 고성능화 및 신뢰성 있는 소재의 개발과 성능 검증, 소재 데이터 수집·처리·서비스가 

가능한 융복합 측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첨단 소재 |

주요 추진방향

•반도체, 첨단 융·복합소재 등에 대한 실시간·실환경·다중극한환경 핵심물성 측정플랫폼 구축

•소재 데이터 플랫품 제공을 위한 AI 융합형 측정기술 개발

•소자 및 모듈 구동에 따라 동시에 활성되는 첨단 소재의 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오페란도 분석법 개발

핵심기술

초연결/지능화 측정기술 개발발전전략2-2

초연결/지능화 측정기술 개발발전전략 2-2

| 스마트 센서 |

주요 추진방향 AI기반 빅데이터 분석과 다양한 물리량을 복합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산업(배터리, 반도체 등)의 무결점 첨단공정을 구현하고, 자율주행, 차세대 통신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효율·고정밀·고신뢰성 스마트센서 기술 및 초지능형 IoT 환경 생태계 구축

•스마트센서 측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결점 스마트팩토리 구축

•대형 사이즈 다채널 어레이 압력센서 개발

•다채널 어레이 형태 압력센서 및 정량적 평가 기법 개발

핵심기술

| 디지털 전환 |

주요 추진방향 과학과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에 디지털 국제단위(D-SI)가 포함되도록 하여 기계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측정표준의 보급이 이루어지는 교정 데이터를 

디지털 교정성적서(Digital Calibration Certificate) 형태로 보급하여 측정데이터의 디지털 유통과 스마트

팩토리의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모든 국제단위를 디지털 SI로 손쉽게 변환시키는 기술

•디지털 측정데이터의 유통을 위한 표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스키마 및 응용 스키마 개발

•측정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도구 개발

•법정계량기의 성능 정보를 저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측정클라우드 개발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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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생산, 활용, 배출 단계 측정표준을 확립하여, 기후변화 적응시나리오와 탄소중립 

사회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신뢰성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정밀측정 |

주요 추진방향

•신규 대체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 측정표준개발 및 고도화 지표인 지구온도변화지수 측정표준 개발

• 전지구적 온실가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연직분포 측정표준, 온실가스 동위원소 (연속)

측정표준, 배경대기 불화계 온실가스 측정표준 확립

• 위성 및 지상기반 온실가스 원격측정 기술 및 SI-소급성 표준 스펙트럴 데이터 구축

• 온실가스 배출 감시를 위한 미규제 온실가스 및 굴뚝·스크러버 유량·농도 측정기술 개발

핵심기술

탄소중립 기반 구축발전전략2-3

탄소중립 기반 구축 발전전략 2-3

| 기후환경 변화 모니터링 |

주요 추진방향 세계적 수준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기상기후 정밀측정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전지구적 기후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선도하는 측정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기술 개발

•대기유해물질(미세먼지 생성 전구물질, 미세플라스틱 등) 측정 및 추적기술 개발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대응 그린수소 전주기 가스측정표준 확립

•고층기상기후 정밀측정기술 개발 및 극한기상 모사환경 구축·모니터링 기술개발

•기후변화유발물질 간이측정센서 측정신뢰성 향상기술 개발

핵심기술

| 신재생에너지 성능측정 |

주요 추진방향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소재·소자·부품·시스템의 성능·신뢰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측정표준과 연계한 

검증 플랫폼을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탄소중립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혁신을 위한 소재기술 및 성능평가

•수소생산 및 수소에너지 이용 기술 혁신

•국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혁신

•태양광 시스템 성능·장기신뢰성 평가 플랫폼 구축

•풍력 발전 시스템·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관리 핵심 기술 개발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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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산업현장 수요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원스톱 측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측정데이터 제공 허브 및 차세대 측정

인재 양성 등 고객중심 서비스 구축

    -  고품질 측정데이터·측정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체 경쟁력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측정품질 향상에 기여

• 측정표준·기술기반 파트너 기업 성장지원, 전주기적 IP(Intellectual Property) R&D 경영전략 수립 

및 기술 창업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등 측정기업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공동연구 및 장비활용 등 산업체 질적성장 견인

    -  기술이전 및 기술상용화 지원,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가교정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측정기술 확산에 기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측정서비스 제공

3

Support 
Measurement 

Provider

One-stop-measurment 
Platform

Joint Research

Build Human Capacities
for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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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서비스 구축발전전략 3-1

| 측정데이터 허브 |

주요 추진방향 연구현장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형, 비정형 측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저장된 결과를 정제하여 기계가독성이 확보된 참조표준으로 등록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형 비정형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결과 정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계 가독성 확보를 위한 XML 기술 

핵심기술

| 원스톱 측정서비스 |

주요 추진방향 보건·의료·환경·안전 등 규제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의 활동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측정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측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국가표준체계 내 KRISS 역할 확대 및 강화

•PDCA(Plan(계획), Do(실행), Check(확인), Adjust(조정)) 기반 선순환 품질시스템 구축  

• 측정표준·기반자원(측정인력, 품질장비, 기술절차서, 실험실환경 등)·측정서비스 간 통합 

솔루션 및 시스템 개발

핵심기술

| 차세대 측정인재 양성 |

주요 추진방향 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최고의 측정표준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차세대 측정인재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하겠습니다.

•산업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수요예측 및 맞춤형 교육확대

•첨단산업수요 대응 미래 측정인재 육성

•대국민 측정표준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핵심기술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발전전략 3-2

|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

주요 추진방향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경영전략 수립하고, 고품질의 IP 창출, 수요 지향적 기술마케팅, 

기술가치평가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기술이전 활성화와 산업체 동반성장 환경을 구축하겠

습니다.

•R&D 전주기 과정의 IP 경영전략 수립·이행을 통한 고품질 IP 창출

•수요 지향적 기술마케팅 및 시제품·디자인 제작을 통한 기술상용화 지원

•전략적 IP 활용 및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핵심기술

| 측정기업 기업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정기기 판로개척과 기업 공동연구 강화,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파트너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질적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측정기업 원스톱 지원·산업계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

•측정기기·연구장비 판로개척 지원 등 확대

•기업체 파견 지원 공동연구 강화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오픈랩 확대

핵심기술

| 기술 창업 활성화 |

주요 추진방향 연구원 창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KRISS가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최상의 인프라를 활용한 측정표준·기술 기반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연구원 창업 및 연구소기업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 추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기획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정부R&D 및 투자유치, IPO를 통한 M&A, 기술상장 지원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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