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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인증컨설팅 기업, 한국경영연구소가 함께 합니다”
한국경영연구소는 경영 컨설팅 전문기관으로서 고객의 지속적인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시스템인증, 제품인증, 기타인증 등

고객에게 신속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저희 기관의 지상과제임을 인식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지식창출과 품질의 혁신 및 고객만족, 환경경영은 이미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으며, 최상의 경영과 품질서비스만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앞서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21세기 초우량 기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영연구소 일동



I. 회사소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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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2016
• KMA 설립

•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관 해외 규격인증

• 정부지원사업, 다수업체 수행완료

• Seoul-National Polytechnic Uni. 산학협력체결

• NTREE(KORAS-LAB)시험소 지정

• WCS-KOREA와 업무 협약 체결

• 05년도 중소기업청 사업 및 개별 컨설팅 지원 수행완료

• 경기도청 주관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수행

• 경북지사 /인천지사 사무실 개소

• 경기도청, 중소기업청등 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 TUV SUD 해외규격인증 업무협약

• ㈜국제할랄인증원 (IHC) 설립

• 2015 오송화장품 뷰티엑스포 참여

• 2015 부산국제수산무역EXPO참여

• 2015 푸드코리아 참여

• 말레이시아 DSM산하 AQL(할랄인증 산업재단)과 MOU체결

• (재)경기문화재단 시스템인증 지도수행

2017 ~ 현재
• SBS.CNBC 국제인증 방송보도

• 강원지역 초기창업자 대상 인증 분야 멘토 기업 선정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일반관리자 과정 교육

• 한국경영연구소 컨설팅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최초 설립

• 한국경영연구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 한국경영연구소 벤처확인기업 인증

•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기업인증 MOU 체결

• 삼성생명 본사 주관 지역GFC 기업인증 교육

• 중소기업청 해외인증 컨설팅기관 지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인증 컨설팅기관 선정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컨설팅 기관 등록

• 한국수산회 컨설팅 기관 등록

•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공장 컨설턴트 등록

• 제주제품인증(JQ) 지도수행

• 서울아산병원 시스템인증 지도수행

• 품질혁신 유공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영국비건협회 비건 소사이어티(The Vegan Society)

에이전시 계약체결



• ISO9001/14001
• ISO22000
• ISO45001
• 벤처기업확인
• 메인비즈
• 이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서비스품질우수기업

I. 회사소개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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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경영지원팀 제품인증사업팀 조달신기술팀 기업인증사업팀

자문위원회

•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 고객관리
• ISO인증관리
• 계약관리
• 재무, 회계

• KS 인증
• KC 인증
• 단체표준
• HACCP
• VEGAN
• CE
• FDA
• CCC
• HALAL
• 환경마크
• 고효율기자재

• 우수조달물품
• 다수공급자계약(MAS)
• 자가품질보증제도
• K마크
• NET/NEP
• 성능인증
• 녹색기술인증



㈜두산로보틱스, 주식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대학로복합문화공간), 한국마사회, 서울아산병원, 경희보궁한의원, GS안과, 

류마내과의원, 붓기한의원,  농심켈로그㈜, 제주통상진흥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산시 사하구청,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아사 아블로이 코리아㈜, 아성플라스틱밸브㈜, 

아성크린후로텍㈜, 부여군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삼화종합개발, 주식회사 한국그래픽스, ㈜현대아이컴퓨터,   삼영종합중장비학원, ㈜제오빌더, 

주식회사 타이탄스튜디오인터네셔널, ㈜타이탄플랫폼, 빛가람장애시설, 우주정보통신㈜, 주식회사 지오멕스소프트, ㈜미래엔에스, ㈜엠티디아이, 

㈜디에스정보통신, 제인상사㈜. ㈜큐브종합건설,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 ㈜아성정보, 금원산마을협동조합, 아름드리교구, ㈜인디스모닝, 

주식회사 동진제약, 신한메카트로닉스㈜, ㈜이에스종합건설그룹, 주식회사 뮤제오, 한국마필거래소 주식회사, 사단법인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주식회사 포이즈앤컴팩트, 주식회사 애드마켓, 쌍치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대일푸드, ㈜킹센스, 마스크팩토리, ㈜디스플레이랜드, 

주식회사 우림종합관리, 동문건설㈜ ㈜대성정보통신기술, ㈜아센코리아, 한국항공기술, ㈜현대오피스, ㈜삼보에이팩, ㈜엑소더스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오이씨, 파이어킴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트론, ㈜펫글로벌, 한울푸드,  주식회사 제이준메딕스, 자연수 피부과학 연구소, ㈜TGIC컴퓨터, 

주식회사 네오시티,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 ㈜케이더블유프랜차이즈, ㈜태극식품, 주식회사 광현전자, (유)예샘건설, 켐아이넷㈜, ㈜아진기업, 

(사)대한민국이오디협회, 주식회사 라인시스텍, ㈜진성메탈, 에임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태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홀로티브글로벌, 

주식회사 현대엠테크, 주식회사 신광전력, 이도코리아 주식회사, ㈜에스엔머티리얼즈, 주식회사 글루가,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컨버젼스, 주식회사

에스텍머터리얼즈, 주식회사 티엘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제이엠글로벌마린, ㈜바이오솔루션, ㈜미래엔에스, 주식회사 레인솔루션, 태원건설산업㈜, 

주식회사 넥심, 주식회사 펀잇쳐스, 세광플랜트, ㈜대한프라스틱, ㈜엔코라인, 한경건설㈜, 주식회사 예안, ㈜유탑스글로벌, 주식회사 진셀팜,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공방, ㈜라이온코리아, ㈜신한서브 HR사업본부, ㈜에이테크에이비에이션, 성파산업개발㈜, ㈜맨파워코리아, 

주식회사 청해원, 주식회사 에스케이엠메디칼, 주식회사 센텀,  주식회사 씨와이에코, ㈜씨와이글로벌, 굿센하드웨어 주식회사, ㈜바이텍정보통신, 

주식회사 웰파인,  주식회사 엘라로아, ㈜엔비코컨설턴트,  주식회사 관수이엔씨, ㈜영화기업사, 공간정보기술, ㈜동양일렉스, 주식회사 사운드코리아, 

효성스톤, 한솔건업 주식회사, ㈜언어세상, LS라이팅, 세전사, ㈜정창개발공사, ㈜지에스기술단 외 다수기업

I. 회사소개 (주요 컨설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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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14001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품질경영시스템-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환경경영시스템-기업활동으로 파생될 수 있는 환경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소비, 재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

1. ISO9001/14001(품질/환경) 시스템 인증 도입의 필요성
- 국제적 기업 변화에 능동적, 효율적 대비
- 강화되는 제품 인증(CE, UL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에 대비
- 유망 중소기업, 해외수출기업의 ISO 9001 인증 획득 요구
-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경영시스템 구축

2. ISO 9001/14001 인증의 효과
- 기업이미지 제고 매출증대 및 수출장벽 극복
- 기업 내·외부 신뢰성 증대 및 품질 혁신 기술개발의 기반 구축
-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및 체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보
- 환경 성과 측정 및 환경상태 개선
-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이미지 제고
-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감소 및 관리

☞ 인증절차
- 지도기간 : 기업 규모 및 추진방향에 따라 1~3 개월
- 심사기간 : 심사 신청 후 15일 내외

☞ 신청시기 :  수시

☞ 주요인증 범위 :  모든 산업분야 적용

추진 조직 구성

• 위원회/TFT구성

ISO 9001/14001 환경경영시스템 프로세스

품질/ 환경 방침 설정

각 부문별 업무 설정

요건에 따른 규정류 작성

품질/ 환경 경영체계 실시

자사 방침과 설정에 적합한

품질/ 환경 경영기법 실행

절차서 수정 및 보안

경영검토

심사 신청 및 문서, 현장 심사

내부품질감사

ISO9001/14001 인증 획득

업무 진단/추진계획

• 품질/환경경영체계 평가
• 목표/세부목표 설정
• 추진 계획서 작성

환경경영체계 교육

• 전 임직원

II. 시스템인증 부분 (ISO 900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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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45001

직장안전 및 보건 경영시스템은 전전의 안전관리자 중심의 최고경영자 및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업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측,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 보건과 건강을 지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과 조직원의
안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의 조속한 구축 및 지속적 개선 추구

기업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추진

재해율, 작업 손실율 감소 등으로 재해보상 감소, 생산성향상, 근로자 복지 개선 기여

안전부문의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력 증대

ISO9001 및 ISO14001과 함께 통합시스템과 최적화 가능

전 계층의 안전경영시스템참여로 인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3. 인증의 효과

II. 시스템인증 부분 (ISO45001 / ISO22000)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프로세스

ISO22000 개요 및 요구사항 이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문서화(매뉴얼/절차서/지침서) 시스템 수립
문서 전파(문서, 기록 양식 등 운영방법) 교육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내부 심사
시스템 이행 상황 점검/보완

경영 검토 실행 / 최종 점검

ISO22000 문서 및 현장 심사 / 인증 획득

기업 현황 파악 및 업무 프로세스 진단

HACCP 계획 수립 / 위해요소 분석 / CCP 결정
시스템 이행 / 점검

인증절차
- 지도기간 : 3~6 개월
- 심사기간 : 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

☞ 신청시기 :  수시

☞ 주요인증 범위 :  농산물 가공 및 관련 산업분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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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지도기간 : 3~6 개월
- 심사기간 : 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

☞ 신청시기 :  수시

☞ 주요인증 범위 :  관련 산업분야 적용



■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인정받아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의 효율적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

III. 경영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1. 인증절차 2. 인증요건

3. 지원내용

- 매년 4월 연구개발 활동 조사 제출

- 불특정 기업 심사 진행(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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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개요
- 문화산업의창작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 일정요건을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창작전담부서를인정함으로써조세감면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이들 연구조직을효율적으로육성ㆍ지원하기위하여 2009년제정된 제도입니다.

III. 경영인증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1. 인증절차 4. 인증요건

2. 인증대상
- 연구소(전담부서)의설립 주체는 기업 (개인기업포함)으로, 영리활동을수행하는
기관을대상으로함
◈ 연구소(전담부서)는기업 내 연구개발만을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생산, 영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3.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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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인증 (벤처기업)
■ 벤처기업 개요
- 벤처기업은 남이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위험이 큰 반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을

말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기업

1. 인증절차

- 확인평가료/수수료 : 30만원(VAT별도)

- 매 2년마다 갱신

2. 인증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벤처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 2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보유(필수)

 창업 3년 이상 기업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사업성 평가 우수(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3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총자산 대비 5%이상 보증/대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4

예비 벤처기

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 및 사업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 지원내용

구분 주요지원내용

세제

혜택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벤처확인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간

취득세 75% 감면 창업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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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인증 (메인비즈)
■ 메인비즈 개요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존의 벤처, INNOBIZ 와 같은 높은 기술력은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조직관리/생산성 향상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 (창업 3년이상 기업 대상)

1. 인증절차

- 최초평가비 : 50만원(VAT별도) / 갱신비 40만원(VAT별도)

- 매 3년마다 갱신

2. 준비서류(현장평가)

3. 지원내용

구분 주요지원내용

금융 신보 보증료율 0.1% 차감우대 등 금리 우대 및 보증료율 우대

글로벌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기준 완화, 아시아 하이웨이 평가 가점 등

판로수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우대, 방송 광고비 감면 등

인력 산업기능 요원제도 가점, 일 학습 병행제 사업 참여조건 완화 등

기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감면 등

분류 준비서류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본, 한국신용정보원에서의 발급서류

최근3년간 재무제표, 산업재해율확인서

경영관련

경영계획서(중장기, 월별, 분기별 등)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 관련서류(QC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절차 도 등

제조 공정관련 서류(제조 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 일지, 가동률 분석표 등)

대외협력관련 자료, 마케팅 방법, 경쟁사 분석, 시장현황 분석 관련 자료

조직관리
회사소개서,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원현황 등

사규, 고객관리 및 고객 불만 처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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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인증 (이노비즈)
■ 이노비즈 개요
- 기술혁신중소기업으로서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성을 평가 (창업 3년 이상 기업 대상)

1. 인증절차

- 최초평가비 : 70만원(VAT별도) / 갱신비 40만원(VAT별도)

- 매 3년마다 갱신

2. 선정기준

3. 지원내용

구분 주요지원내용

금융 채움 금융 금리 우대, 산업은행 금리 우대, KB 혁신벤처기업 우대 대출 등

교육, 인력 온라인 무료 직무교유프로그램 제공, 지식정보서비스 SERICEO 할인 및 체험권 제공 등

포상마케

팅
우수기술 전시 및 중소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시 회원 사 우선 추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홍보 이메일 마케팅서비스(EDM), 온-오프라인 홍보, 신문(지면) 광고 할인 등

할인 사무용품 구매 할인, 통 번역서비스 할인, 측정장비 점검 및 교정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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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3~6 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120일 이내

☞ 신청시기 : 년 3회 접수 (1차-12월, 2차-4월, 3차-8월)
☞ 주요인증 분야 : 제품구현 기술

신기술(NET) 인증 프로세스

과학 기술부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신청인

신청접수심사신청 사업계획공고

1차 심사신청 1차 심사

2차 심사준비 2차 심사

결과확인
1,2차 심사결과

발표 및
예정기술공고

이의심사참석 이의접수

인증기술고시 및
인증서 발급

3차 심사

수여식 참석 신기술인증

지원제도 활용 홍보 및 사후관리 홍보 및 제도 개선

이의조정심사

심사탈락
기술선정 제외

해당기업에 한함 없음

통과

통과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탈락

탈락

있음

탈락

이의수용
이의신청기각
또는 부분수용

IV. 기술인증부문 (신기술인증 / 신제품인증)

신제품(NEP) 인증 프로세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청인

접수신청서작성

서류및 면접심사
(실무평가위원회)

현장심사

제품심사

종합심사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민원실
또는신기술인증지원팀

• 우편및방문접수가능

• 신청인면접을통한개발기술
독창성, 난이도, 기술수준,
파급효과등을심사

• 동종업계종사자참석의견수렴

• 서류및면접심사합격시생산
현장및하청공장등현장심사

• 서류면접심사평가사항확인
및품질경영시스템평가

• 인증심사위원회평가기준
작성확인

• 국가공인또는지정시험기관
실시원칙

• 신제품통합인증요령
(별지 1호서식)

신청

• 신청인통보및공고

☞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3~6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90일 이내

☞ 신청시기 :  수시

☞ 주요인증 분야 :  제품구현 기술
☞ 기술조건 :  특허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실용신안은 기술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12 -



주요 인증 혜택

[ 개 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우수제품”으로 선정∙관리하는 제도임. 

[ 주요인증 혜택 ]

1.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 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한다.

2.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지원

[ 지정대상 및 분야]

1. 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 제품

가. NEP, NET, 전력기술, 보건신기술
나. 특허, 실용신안, GR, K마크
다. 성능인증, 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소프트웨어인증 등

2. 지정분야

가.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나.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기타분야

3. 우수제품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심사는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이 기술/

품질에 대해 평가하며(70점이상 획득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계약관리시 문제점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2~4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90일 이내

☞ 신청시기 : 년 4회(2013년 기준)
☞ 주요심사조건 : 기술심사 / 제품심사 / 행정심사
☞ 기술조건 : 특허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실용신안은 기술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프로세스

조달청신청인

신청접수신청서작성

서류및 면접심사
(실무평가위원회)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1차심사

1차심사 결과보고

구매부서검토
생산현장조사

2차심사

우수제품선정

인정서수여

계약체결

1차심사 브리핑

1차심사결과확인

생산현장조사협조

선정결과확인

인정서수여식참여

계약요청

신청

제출/보완요청

신청서 반려

통보

일정통보

통보

IV. 기술인증부문 (조달우수제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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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 개 요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업체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주요인증 혜택 ]

1. 안정되고 확실한 판매경로 확보, 마케팅 비용 절감

2. 기업신용도 상승, 현금유통용이

[ 사전 준비내용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공인인증서 발급/등록)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직접생산확인서 발급)
3. 기업신용평가
4. 적격성평가(납품실적 증명원 작성, 계약품목 인허가 사항 검토)
5. 협상품목 등록(물품목록화 요청, 제품규격서작성, 시험성적서)
6. 시험성적서 대체 행정서류 검토 등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대상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0~3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90일 이내

☞ 계약기간 : 1년
☞ 주요심사조건 : 적격성평가 85점 이상(납품실적 30점, 경영상태평가 70점)

조달청 MAS 인증 프로세스

조달청신청인

다수공급구매공고공고검색

적격성평가/
신청서작성/제출

신청서접수/평가

품목승인 / 
가격협상방식결정

평가결과통보

가격자료접수

협상가격조서작성/
가격협상통보

계약서작성/체결

상품정보승인/
종합쇼핑몰등록

평가결과확인

협상품목등록/승인요청

가격자료제출

가격제안

상품정보입력

신청

통보

가격협상

IV. 기술인증부문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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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술인증부문 (KS인증)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시험을 거쳐 산업표준이라고 인정하는 제품ㆍ서비스
ㆍ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법정임의 인증마크제도다. 이는 광공업품의 품질을 개
선하고, 생산공정을 단순ㆍ통일화함으로써 산업표준화를 확립하여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
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KS마크는 광공업품의 부
품ㆍ성분ㆍ재질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기업이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증서로, 제품의 품
질을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에 이른 제품에 부여된다. 98년 7월부터 민간협회인 한국표준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장심사 : 80%이상
공장심사 기준(100%)

1)표준화 일반 : 31점 (6개항목)
2) 자재관리 : 10점 (2개항목)
3) 공정관리 : 15점 (3개항목)
4) 제품의 품질 : 20점 (3개항목)
5) 제조설비관리 : 12점 (3개항목)
6) 검사설비관리 : 12점 (3개항목)

- 해당되는 경우, 일부항목(표준화일반 2,5,6항) 평가 면제 : 최초심사만 적용
- 종류추가일 경우,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관리, 검사설비관리만 평가

심사기관 : 한국표준협회 및 지정심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외 12기관)

제품심사 : KS규격 및 개별심사 기준에 정한 기준이상일 경우 합격
인정시험기관 :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 KOLAS 시험기관

KS 표시인증 제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구매 시
우선구매혜택 부여 포장 또는 용기에 마크 표시와 홍보가능

KS인증제도

KS제품인증제도 구성요소

KS인증기준

KS인증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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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2~3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신청시기 : 연중수시(지방중기청 및 공인시험기관)
☞ 주요심사조건 : 제품시험성적(테스트) / 공장심사

시험기관신청인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

시험연구원
(본원)

지방중소기업청

• 구매공공기관에 사용가능 한 규격여부 확인

(구매공공기관에서 사용불가능 통보 시

중소기업에 반려)

자가진단
(중소기업)

공장심사
(지방중소기업청)

성능검사
(지방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종합평가
(종합평가보고작성)

성능인증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

자가진단
(중소기업)

공장심사
(시험연구원)

성능검사
(시험연구원)

•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일부 성능검사 항목 의뢰

• 결과제출
(종합평가보고서)

• 30일 이내

V. 품질인증부문 (성능인증 / K마크)

1. 인증품목
1) 실시분야

- 공작기계 및 설비 부품류
- 공조기계.시설 및 공압부품류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재료 및 구조물
- 식품가공기계
- 토목.건축 기자재
- 환경장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등
- 도로교통 시설물
- 전기전자 정보통신 및 의료기기분야
- 일정한 품질인증 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부품

2) 정밀기술 경진대회 입상제품
3) 그 외 우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로써, 분야를 확대.

2. 인증구분
1) 인증신청에 대한 성능, 안전 등 해당분야로 구분

3. 인증프로세스

4. 인증신청 준비물
- 인증신청서(한국산업기술시험원 양식)
- 시험품의 기술자료(카다로그, 도면, 취급설명서, 주요사양 등)
- 주요부품목록(안전, 성능 등에 영향을 주는 부품) 
- 시험품 및 시험품의 사진(시험품의 외관 및 내부사진)
- 신청기업 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인증품목별 시험에 필요한 자료) 

상담

K마크인증서발급K마크표시부착사후관리심사

신청서작성 초기공장심사시험/검사

사후관리협약체결

KTL 규격

5.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2~3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신청시기 : 연중수시(공인시험기관)
☞ 주요심사조건 : 제품시험성적(테스트) / 

공장심사

성능인증 프로세스 K마크인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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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심사조건 : 제품시험(공인시험연구원) => 성적서 발급
서류신청(에너지관리공단) => 공장심사

☞ 평가조건 :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인증서
기업평가 65점 이상 취득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실시

☞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2~3 개월 소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 신청시기 : 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프로세스

분류항목 구비 서류 내용

일 반
회사현황(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원본)
조직도
제품관련 취득한 각종 인증서 원본

품질경영

 회사 규정집
(기록보관규정, 부적합품 관리규정, 고객불만처리규정, 공정관리규정, 자재관리규정, 
제조․검사설비관리규정, 수입․중간․완제품시험검사규정,외주관리규정 등) 
 공정관리대장(공정불량일지 등)
 공정별 작업표준서(작업지침서 등)
 수입검사 서류 (수입 부품(자재) 및 외주처리 부분품 검사)
 중간제품검사 서류
 최종제품검사 서류
 부적합품관리 서류
 소비자불만처리 서류(A/S 접수대장, A/S 처리대장)

품질․안전
교육

연간 교육일정표 및 교육실적(결과)관련 서류
 품질․안전 취득 자격증

제조․검사
(계측)설비

 제조 및 검사(계측)설비 관리서류
(설비이력카드, 검 교정성적서, 설비점검․보수대장)

참고
 효율 관련 법규 및 제도
 제품개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업체 진행단계 에너지관리공단/시험기관

생산업체

1. 인터넷서류신청
2. 서류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
3. 공장심사
4. 인증서 등록 및 발급 추진

1. 인터넷 신청
2. 공장신사
3. 인증서발급

시험기관
1. 시험의뢰

2. 성적서 발급

V. 품질인증부문 (환경마크 / 고효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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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진흥원

신청업체진행단계

신청

신청서 접수

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조건, 인증

기준검토

신청서 작성

인증기준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품사후관리

사용료 및 약정체결

홍보를 위한 환경마크
제품 또는 홍보자료제공

사용

사후관리

신청료 납부

환경마크 사용

신청료 납부 요청

생산현장실사

심사의뢰서 작성

심사위원회
인증심의

결과통보

인증서 발급

☞ 인증절차
- 사전준비기간 : 1~3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신청시기 : 연중수시(친환경상품진흥원 및 공인시험기관)
☞ 주요심사조건 : 제품시험성적(테스트) / 공장심사

환경마크 인증 프로세스



VI. 제품인증부문 (HACCP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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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부착

HACCP인증 개요

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써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종합적으로,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
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HACCP인증 프로세스

HACCP 추진팀 구성 및 역할분담

현장위생점검 및 시설 · 설비 개보수

선행요건프로그램 기준서 작성

선행요건프로그램 현장 적용

제품설명서, 공정흐름도면 등 작성

위해요소 분석

HACCP 관리계획 수립

HACCP 관리기준서 작성

HACCP교육 · 훈련 및 시범적용
(HACCP계획의 유효성 평가 포함)

HACCP시스템의 본가동

개선, 보완

개선, 보완

선행요건
프로그램

미운영업소 해당

HACCP인증 도입 효과

•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 및 사고예방
•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의 신뢰성 확보
• 해당국 법규 충족
• 품질/안전 비용의 감소
• 이해관계자의 감사 경감
• 사업개선의 기회제공
• 시정점유율 제고



VI. 제품인증부문 (VEGAN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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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AN인증 개요

‘비건(VEGAN)이란’ 동물유래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하는
인증 입니다

VEGAN 등록 기준

01. 상담/문의

02. 견적제공

03. 신청서 접수

04. 비용 완납

05.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06. 계약서 서명

07. 인증서 발행

08. 제품등록

09. 마크적용

10. 완료

VEGAN인증 등록기준

• 동물성 원료 & 동물유래성분

원료선택, 제품제조, 생산단계에서동물성원료및
생산품등을사용해서는안됩니다.

• 동물실험

제품에대한실험, 연구단계에서동물을이용하지않아야하며, 
위탁실험도금해야합니다.

• 유전자 변형 생물

유전자변형생물(GMO)의개발및생산단계에서동물의유전자, 
동물유래성분과관련되지않아야합니다.(식물성성분은해당되지않음)

• 교차 오염

동물성원료,  동물유래성분과교차오염이발생하지않아야합니다.
생산과정에서교차오염이될수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생산시간구분및
사용면적최소화, 생산기기세척등오염을최대한방지해야합니다.



VI. 제품인증부문 (KC 전기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하는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4. 취득혜택 (안전인증,안전확인)
KC 표시인증 제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구매 시 필수인증요구대응 및 포장 또는 용기에 마크 표시와 홍보가능

전기용품안전인증(KC)

1.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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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 취득 일정
-. 사전준비기간 : 2~3개월
-. 심사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 안전확인 취득 일정 -. 제품 별 시험기준에 따름

2. 대상품목(안전인증,안전확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 기기용 스위치,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안전인증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제조업체 안전인증기관

공장검사 공장확인 제품시험

결과조치

인증서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서 발급

정기검사

No

YES

전기용품안전확인(KC)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
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
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 안전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1. 인증 절차

접수 및 검토

인증 시험

평 가

접수 및 검토

신고증명서 발급

안전확인기관

제
조
업
체

·

대
리
업
체

신고서제출

No

YES

3. 인증심사기준(안전인증)
-. 제조 및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평가
-. 총 배점 70점 중 평점 합 45점 이상 합격
단, 총 평점이 45점 미만 및 평가내역 중 D(0점)가 1개 이상일 경우 불합격

안전확인시험신청

시험성적서발급



VII. 해외인증 (CE, FDA, CCC, NRTL, UL,  HAL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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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인증 개요
인증기관

(주무부서)
소요 시간

CE

EU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
하는 표식으로서의 CE 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주로 제품은
전기전가, 기계류 제품을 주로 하고 있음.

- TUV SUD
- TUV NORD

2-3개월

FDA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주관으로 미국 내 유통되
는 제품들에 대하여 공중위생 보호 및 소비자들
의 안전성에 초점을 둔 법정 강제인증제도

- UL

- FDA FOOD&DURG
2개월 이내

CCC

CCC(3C인증)는 2003년 8월부로 시행한 법정 강
제인증제도로서 중국 내 유통되는 전자기기 및
공산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및 국가의 안전, 품질
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품에 대한 합격 판
정제도

- 중국정보안전인증센터
3개월 이상

최장 6개월 이상

NRTL

미국직업안정보건청(OSHA)은 자국내 사용되는
제품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초기 2개 기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험 및 인증업
무를 위함하였여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함.

- UL, CS, ETL, TUV 등 3개월(제품별상이)

UL

미국의 공식 인증 기관인 UL의 인증을 받은 제품
입니다. UL은 제품 성능 및 안전에 관한 다양한
표준을 개발하고 인증을 수여하는 미국의 최고위
인증기관으로, TV 분야의 경우 색, 시야각, 해상
도 등 화질 요소와 3D 재생, 그리고 소리 재현력
등의 음질 관련 기준 충족 시 인증이 수여됩니다.

- UL 3개월 (제품별상이)

HALAL

할랄(HALAL)의 사전적 의미는 이슬람법(Shariah)
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슬람법에서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
이라고 함. 

- 각 나라별 해당 인증기관 6개월~12개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14153&ref=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14153&ref=y


■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개요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중보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를 소요비용의 50~70% 이내에서 지원

1. 추진절차 3.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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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해외인증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2. 진행절차 및 추진일정

4. 신청자격 및 평가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평가

◦ 관리기관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 가능성, 수출성장성,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 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1. 추진절차 및 사업일정 3.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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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해외인증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2. 수출바우처 시스템

4. 평가 주요내용

*신청/접수 : 19.12월말(1차), 20.05월(2차)예정



오시는 길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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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

30길 14 502, 503호



T.  1600-5406 / 02-6269-1011
F. 02-6499-2311

www.koreains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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