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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열 제 11대 신임 이사장 선임

이의열 (주)덕우실업 대표이사가 FITI시험연구원 제 11

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7월 24일부터 3년간 이사장직

을 맡게 된다. 이의열 이사장은  1994년부터 (주)덕우실

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해왔으며, 2014년 5월부터 현재까

지 FITI시험연구원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통권55호, 발행 번호 201608
2016. 8. 11 국문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7월 5일 제기동 본원 3

층 중회의실에서 동대문발전소(소장 장동윤)와 “동대문 

전통 및 신흥상가 판매 제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대문 발전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지난 7월 13일 연구원 

제기동 본원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소재규)과 “완구 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시험ㆍ검사평가ㆍ인증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였다.

불량원인 분석사례 No.2 

- 바지의 황변 원인분석 -

FITI시험연구원의 불량원인분석은 

50여년간 시험 검사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업무지식 역량에 기반

을 두고,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

하여 생산단계 및 완제품 판매 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량원

인 분석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

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량원

인 분석사례 소개를 통해, 관련 고

객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할 수 있

는 유용한 정보 제공하고자 합니

다.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김영찬 원장)의 중국 상해지사가 한

국 본원에 이어 캐시미어, 알파카, 낙타모 감별 등 특

수모 분석 분야에 국제적으로 최고의 공신력 갖춘  

CCMI(Cashmere & Camel Hair Manufacturer’s 

Institute)로부터 추천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중국 상해시험실, CCMI 인정 획득

www.facebook.com/fiti.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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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지난 7월 13일 연구원 제기동 본원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완구공업협

동조합(이사장 소재규)과 “완구 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시험ㆍ검사평가ㆍ인증에 대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FITI시험연구원 원장과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양사의 임직원 7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완구 시험ㆍ검사평가 및 인증 서비스 지원 ▲ 기술 정

보 제공 ▲ 공동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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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완구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국

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155호), 이후 고객 유치 및 서비스 품질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금번 완구 조합과의 협약으로 연구원은 신규 고객층 확보와 더불어 완구조합의 축적된 전문지식 및 노

하우를 활용하게 되어, 완구 시험ㆍ검사 분야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FITI시험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이번 협약은 상호간의 업무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다.”며, “긴밀한 협력으로 향후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서비스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 : 김영찬 원장, 우 : 소재규 이사장 업무협약 단체사진

문의처▣ 어린이제품인증팀

조한성 주임

☎ 02 3299 8065

Ⓔ chohs@fiti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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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동대문 발전소와 업무협약 체결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7월 5일 제기동 본원 3층 중회의실에서 동대문발전소(소장 장동윤)와 

“동대문 전통 및 신흥상가 판매 제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식은 FITI시험연구원 김종범 본부장과 동대문발전소 장동윤 소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임직

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시험ㆍ검사 및 제품 인증 협조 ▲ 세미나 

개최, 기술자문, 교육, 컨설팅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 기타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서의 협력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과 동대문 발전소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동대문 

시장 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 확보 및 경쟁력 확보를 함께 노력하게 된다.

FITI시험연구원 김종범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대문 시장의 경쟁력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동대문 발전소 및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KC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제공하며 각종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에 힘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문의처▣ 섬유생활마케팅팀  

최용재 연구원

☎ 02 6931 8452  

Ⓔ ian.choi87@fiti.re.kr 

좌 : 김종범 본부장, 우 : 장동윤 소장 업무협약 단체사진

            동대문 발전소란?

           동대문 지역 내 판매제품의 KC 시험현황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 및 관리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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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이의열 제 11대 신임 이사장 선임

7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의열 (주)덕우실업 대표이사가 FITI시험연구원 제 11대 이사장으로 선출

되어, 7월 24일부터 3년간 이사장직을 맡게 된다. 

이의열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주)덕우실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해

왔으며,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FITI시험연구원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관련기사 

• 패션저널 : http://okfashion.co.kr/detail.php?number=44670&thread=81r46r02

• 한국섬유신문 : http://www.ktnews.com/sub/view.php?cd_news=100012

• TIN NEWS :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1970&section=sc1&section2

=%C7%F9%C8%B8%A1%A4%C1%B6%C7%D5

2014년 2월부터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

고 있는 이의열 이사장은 대구ㆍ경북 견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 

왜관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감사, 

직물협동화 사업단 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대구ㆍ경북섬유직

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차례로 역임하며 헌신적으로 국내 섬유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다.



FITI시험연구원 중국 상해시험실, CCMI 인정 획득

FITI시험연구원(김영찬 원장)의 중국 상해지사가 한국 본원에 이어 캐시미어, 알파카, 낙타모 감별 등 특

수모 분석 분야에 국제적으로 최고의 공신력 갖춘  CCMI(Cashmere & Camel Hair Manufacturer’s 

Institute)로부터 추천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FITI시험연구원은 본원이 2006년 CCMI로부터 국내 최초로 시험소 인정을 받은 이래로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 활동에 매진하며 동물성 섬유 분석 역량 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을 계속해온 바 있

다.

특히 한국 본사에 소속된 패션시험센터는 국내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말디토프(Maldi-Tof)를 통한 단백

질 지문분석법을 인정받아 CCMI로 부터 대체시험소로 등록되는 등, 캐시미어(Cashmere) 분석 분야

에서 ‘세계 TOP 3’ 시험소로 인정받아왔다.

CCMI는 캐시미어와 Superfine Wool 등 고급 동물성 섬유의 건전한 유통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

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로 유럽의 명품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세계 최고의 모/캐시미어 분석 기관이자 제조자 협회이다.

협회는 캐시미어 등 동물성 섬유의 허위 품질표시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캐시미어 제품을 소비하는 여러 국가에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허위표시에 대

해 리콜 및 언론 공개 등의 조치를 하며 브랜드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며 시장 유통관리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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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지문 분석법?

아미노산 배열을 조사하여 동물 종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특이 아미노산 배열을 조사하여 동물 

종을 판별하는 분석법으로, 가짜 캐시미어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야크 털의 감별에서 진가를 발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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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상해지사의 시험소 인정은 3년간에 걸친 엄격한 비교시험 및 현장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

으로 인가받은 것으로 동물성 섬유 분석 분야에서의 FITI시험연구원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대외

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의 김만일 지사장은 “지난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CCMI 시험소 인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차원 높은 동물성 섬유 분석기술을 토대로 중국 현지 진출 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의 상해지사는 2012년에 현지 시험실을 개소한 이후로 미주 및 구주 바이어향 오

더에 대하여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합리적인 수수료와 신속한 서비스, 신뢰

성 있는 시험 결과로 중국 내 한국 및 현지 기업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매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

가고 있다.

* CCMI 홈페이지 : http://www.cashmere.org/cm/index.php

* CCMI 인정 시험기관리스트 : http://www.cashmere.org/cm/testinglabs.php

            캐시미어?

캐시미어(Cashmere)는 캐시미어 염소(Capra hircus laniger)의 헤어를 제거한 솜털로서 중국이 원산

지이며 몽골,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서 생산된다.

문의처 문의처▣ ▣상해지사

감승혁 팀장

☎ 02 3299 8277  

Ⓔ ken.kam@fitiglobal.com 

패션시험팀  

홍석호 주임

☎ 02 2038 8483  

Ⓔ hongsh@fiti.re.kr 



전문서비스 안내 - 불량원인 분석사례 소개 No.2 

FITI시험연구원의 불량원인분석은 50여년간 시험 검사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업무지식 역량에 기반

을 두고,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단계 및 완제품 판매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량원인 

분석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불량원인 분석사례 소개를 통해, 관련 고객들의 

업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하고자 한다.

※ 사례 : 바지의 황변 원인분석

1. 불량 현상 

제시 시료는 허리에서 접힌 다리 원단과 주변 허리 부위에서 분홍색으로 변색되어 있으며, 이 부위는 포

장재로 사용된 폴리백이 막힌 안쪽에 위치하고 있음. 제시 시료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변색 현상은 바지 

주머니 내부에서는 관찰되지 않음.

2. 조사 및 시험

제시 시료가 페놀계 화합물과 반응하였을 때 변색 가능성과 포장재로 사용된 폴리백에 함유된 산화방

지제(BHT)에 의한 황변 가능성을 고려함.

(1) 페놀성 황변 시험

페놀성 황변 시험 결과, 시료는 오염 4-5 급으로, 황변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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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HT 함량 분석

바지의 정상부위와 변색부위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폴리백의 BHT(Butylated Hydroxy 

Toluene) 함량은 다음과 같음.

시료 #1 #2 #3

BHT (mg/kg) ND ND 107.13

3. 원인 규명

변색 현상은 원단 표면을 위주로 나타나며, 바지 주머니 안쪽 등 겹쳐진 부위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므

로, 시료 표면의 외부 물질로 인해 변색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제시 시료에서 발생된 변색 현상

은, 산화방지제 BHT가 함유된 폴리백과 제시 시료가 접촉하면서 산화질소 가스(NOx)와 반응하여 발생

된 현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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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표준기반팀

박상은 주임 

☎ 02 3299 8146  

Ⓔ separk@fiti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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