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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업무협력 협약 체결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5월 3일(화) 대구 한국섬유개발연

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원장 문혜

강)과 "시험분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연

구개발 및 시험분석 평가와 인증업무 △국내외 기업 지원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컨설팅 업무 △시험설비 및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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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터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화장

품의 품질을 시험 검사하는 기관으로, 자체 품질검사 시

설이 없거나 직접 품질검사를 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화

장품 품질 검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게 된다.

FITI시험연구원,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FITI시험연구원, 국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컨퍼런스 개최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4월 15일(금) 광화문 포시즌 호

텔에서 지속가능의류연합(SAC) 및 글로벌브랜드 담당

자 등 섬유패션 산업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 지속가능

성 프로그램 컨퍼런스-Global Sustainability Program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AATCC 섬유시험자 

인증교육 실시

FITI시험연구원은 오는 5월 25일

(수)부터 27일(금)까지 3일간 연구

원 대회의실에서 "AATCC 섬유시

험자 인증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유일의 AATCC 시험자 인증 교육

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은 미국 시

장으로 수출하는 국내 섬유패션 기

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섬유시험방

법인 AATCC에 대해 글로벌 트레

이닝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국내 

관련업체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직

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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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I시험연구원, 국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컨퍼런스 개최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지난 4월 15일(금)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지속가능의류연합(SAC) 

및 글로벌브랜드 담당자 등 섬유패션 산업관계자를 초청, “국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컨퍼런스-Global 

Sustainability Program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지속가능의류연합(SAC)의 유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Baptiste Carriere-Pradal 부사장과 컬럼비아스포츠웨어의 지속가능센터 매니

저인 Angela Ng를 비롯하여 국내 브랜드 및 유통업계, 협력사 임직원 약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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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패션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FITI시험연구원은 이번 컨퍼

런스에서 Higg Index와 함께 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가 요구하는 화학물

질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 의류연합의 Baptiste Carriere-

Pradal 부사장은 SAC의 소개와 함께 Higg Index의 개발과 보급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선도적으로 기

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컬럼비아 스포츠웨어의 지속가능센터 매니저인 Angela Ng는 

브랜드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사례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FITI

시험연구원의 오준호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성 분야에 있어 FITI시험연구원의 지난 활동들과 향후 국

내 기업들 지원을 위한 Higg Index 검증 및 관련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글로벌 브랜드들과 생산기업들은 Higg Index의 활용을 통해 섬유, 패션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준수

하고 패션산업을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것에 중요한 척도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

속가능 의류연합”은 섬유 산업이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관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

을 확대하려는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서 의류 및 신발 산업에 속한 글로벌 브랜드, 유통업계, 생산업체, 

NGO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4년 

7월 국내 최초로 SAC에 가입하여 국내 유일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브랜드 및 생산기업들과 함께 지속 가능성 분야

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Higg Index 검

증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지속가능센터  오준호 주임연구원 

0232998246  edwardoh@fitiglobal.com 



통권52호, 발행 번호 201605

2016. 5. 10 국문판

FITI시험연구원, 화장품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지난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이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품질을 시험 검

사하는 기관으로, 자체 품질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품질검사를 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화장품 품질 검

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게 된다.

FITI시험연구원은 일반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이화학 및 미생물 분야에 대해 시험 검사서비스를 제

공하며 품질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은 국내외 의류 브랜드 기업이 토탈패션을 지향하며 크로스마케팅의 

일환으로 화장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는 배경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기존 제공해왔던 의류 및 패션 분

야와 함께 화장품 동시 시험으로 해외 리테일러의 의류 및 잡화 시험ㆍ검사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FITI시험연구원은 금번 개시한 국내 유통화장품에 대한 일반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시험 검사 서비

스 시작으로 하여, 향후 미주, 유럽 등 국외 브랜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화장품 시험분야

에서의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외 화장품 전 항목에 대한 시험 검사 수준으로 서비스

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이번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은 연구원이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진일보한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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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업무협력 협약 체결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지난 5월 3일(화) 대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섬유

개발연구원(원장 문혜강)과 "시험분석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평가와 인증업무 △국내외 기업 지원,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컨설팅 업무 △시험설비 및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산업자재 및 의류분야 시제품 개발 및 결점분석 결점해설 역량

과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인증, 검사 분야에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함께 활용하게 되어 양 기관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FITI시험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상호 유기협력관계를 확고히 하여 양 기관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섬유산

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AATCC 섬유시험자 인증교육 실시 안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국내 섬유패션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섬유시험방법인 AATCC에 대해

      <국내 유일의 AATCC 시험자인증 교육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서

      AATCC Global Training Program을 개최하여

      국내 관련업체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교육 일정

일정 Joint AATCC/ASTM Program 강사

1일차
인사 및 소개  AATCC 및 ASTM 소개

전영민

이수종

이론 및 실습  색 및 판정, 염색견뢰도

2일차 이론 및 실습  염색견뢰도, 치수변화율, 내수/발수, 물성시험

3일차
이론 및 실습  물성시험 이론, 판정, 물성시험 실습

질의 응답  질의응답 및 수료식

                                                                                                           *교육 80% 이상 이수 시 수료증 발급

◦ 수강료 및 수강자 혜택

• 1인 700,000원 or USD 600 (인증서비용 포함)

• 교재 및 중식 제공

• AATCC 시험인증자격부여 (미주 바이어 신뢰도 제고)

• AATCC 회원등록 (1년 연회비 $110 무료)

• AATCC Review Journal 무료 구독

• AATCC 시험표준 구입 시 약 30% 감면 등

◦ 교육 신청 및 문의

• 홈페이지(www.fiti.re.kr) – 고객서비스 – 신청서 양식 – 교육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이수현 연구원 (표준기반팀)

                            Tel : 02-3299-8090, Fax : 02-3299-8155 

                            E-mail : shlee1599@fiti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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