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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82 특별현장조사란 무엇인가요?
Q83 특별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AQ 특별현장조사 비용을 인증기업이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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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2	KS인증 기업이 품목을 추가 인증받는 경우 어떤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FAQ KS인증을 받은 기업이 신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면제
사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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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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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변경심사를 받을 경우 차기 정기심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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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증기관 변경심사로 정기심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Q97

인증기관을 변경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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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공장에서 OEM 생산 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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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품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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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6 행정처분과 인증취소
Q98 행정처분 사유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99 행정처분 심의 및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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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행정처분을 감면하여 줄 수 있나요?
•FAQ 행정처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Q100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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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나요?

Q101 어떤 경우에 인증이 취소되나요?
Q102 인증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103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 및 처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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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생산하여 보관 중인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Q104 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FAQ 인증 반납을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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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KS인증 취득 준비

01 KS인증 개요
KS인증 제도

기업의 준비사항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엄격히 심사하여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이는 표준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투명화를 촉진
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가, 기업 및 공공 단체 등에서 물
품 구매 시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 등을 생략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므로 신청 공장은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 운영에 관한 관리실적이 있어
야 합니다.

KS 및 인증품목
지정 여부 확인

인증을 신청하려는 품목 지정 여부, KS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여부 확인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standard.go.kr)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확인

KS Q 8001의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확인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정기교육
이수

자격이 있는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정기교육
(품질관리담당자,경영간부 교육) 이수

제조설비 및 시험ㆍ
검사설비 확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 및
시험ㆍ검사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보유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

심사일 기준으로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제품 생산실적 보유

인증심사 신청

인증기관에 인증심사 신청

KS인증 제품에 대한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산업
표준화법 제25조)
•안전 인증 등 인증·검사·형식 승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산업표준화법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 계약 특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건설자재 품질검사 생략(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KS인증 제도 효과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물품 등의 구매기준으로 활동
인증기관

인증 신청

사후관리

KS 마크 확인만으로
품질신용

소비자ㆍ구매자

인증 심사

KS인증공장
KS 및 인증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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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투명화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인수 검사가
생략되므로
검사비, 관리비 절약

구매 공장

우선 구매 의무화,
지명경쟁 입찰 특례로
계약 시 유리

국가ㆍ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ㆍ공공단체

KS표시제품

KS인증 종합안내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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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KS인증 절차
신규 인증심사 처리절차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인
신청서 작성

인증기관
신청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접수

수수료 납부

신청서 검토

심사 계획
심사 준비

계획 통보
공장 심사비 및 출장비 납부

수수료(VAT 별도)

공장심사
보고서 송부

합격시 제품시험 의뢰

불합격시 통보

심사보고서 검토

개선ㆍ보완

인증서 발급

합격통보 및
인증서 발급

제품심사
시험성적서 송부

인증위원회 심의

*처리기간:40일(공휴일, 제품시험 기간 제외)

※제
 품심사는 최초 신규 인증심사시에만 실시하고, 사후관리 심사(3년, 1년, 공장이전)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
 품심사는 국가표준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
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1. 심사반 편성(2인)
2.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입금
3. 공장심사 실시
4. 제품시험 의뢰시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5. 공장 및 제품심사 적합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
6. 인증서 발급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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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입금증 사본(신청비)
•공장등록증(해당하는 경우)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재료 등) 목록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에는 외주가공
업체 현황,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외국 KS공장 조사표(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KS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S인증 취득 후 정기심사 시에도 동일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① 신청비용: 기본 1품목당 50만원(매 1품목 추가 시 25만원)
② 심사수당: 심사일수(총 M/D)×심사비*(‘17년 기준 26만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
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계산
③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5급 공무원 기준)
④ 제품시험비용: 해당 품목(시험항목)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금액

심사시 준비 자료
•회사 현황 설명서 (심사원용 각 2부)
- 회사연혁·회사개요·사내표준 목록 / QC공정도·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사본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원본 및 근무 증빙서류
 M추진현황 (QM행사, 내부 심사, 제안, 교육, 불만처리, 5S, 친환경관리, 안전
-Q
관리 등)
•공장의 일반현황, 제품 재고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 제조/시험·검사설비현황
•사내표준 /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최신 개정판 확인) / 인용 및
활용표준(핸드북 등)
KS인증 종합안내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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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KS인증 사후관리 절차
심사 구분

정기 사후관리 심사
정기심사
•인증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시

대상
및
주기

※ 면제 대상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 폐지로 제품시험 없음

비정기 사후관리 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매년 실시
•대상 품목은 매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

•인증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 면제 대상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행정처분 시 처리절차
국가기술
표준원

인증기관

접수 및 검토
의견제출
기회 부여

불합격

합격

위원회
예
상정 여부
결정
아니오

종료

재시험 등
필요절차 수행

의견제출

기업 제출의견
등 검토

판정

※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 폐지로 제품시험 없음

인증기업

시판품조사
· 현장조사

•매년 대상 품목 지정

2. 적합한 경우 그 다음 1회(핵심 품질 부적
합시 면제 없음)
3. 당해 연도에 3년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
운영위원회

예

검토의견 /
감경 여부 심의

의견수렴
아니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수행
기관

인증기관

적합

인증기관

부적합

적합

인증위원회 상정

부적합

부적합 조치 요구

적합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
이행

부적합

인증유지

행정처분

개선 조치

인증 취소

개선 명령

표시 제거

■적부제로 전 심사항목 적합 필요
- 부적합 시 개선 조치 완료 전 까지는 인증위원회 상정 불가,
기한 내 미개선시 인증 취소
1) 일반품질 부적합 : 인증기업 자율개선
- 기간 내 부적합 개선 조치 보고서 제출
2) 핵심품질 부적합 : KS마크 표시정지
- 기간 내 부적합 개선 조치 보고서 제출 및 현장 확인심사
실시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 조사
결과 인증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 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는 1차 위반의 경우 등

■표시정지·판매 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한
다고 인정할 때 표시
제거를 명할 수 있음

합격통보

개선 조치
및
행정 처분

※ 국가기술표준원 시판품 종합 계획 수립, 정부
요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시판품조사 실시

행정처분 통보

주요내용
적부 판정제

부적합 사항 없을시 합격

적합/부적합제

적합(Yes),부적합(No)

합격처리

모두 적합시 인증유지
부적합 개선조치(기업자율개선) 완료시

■개선조치 완료 시 합격 통보하고 미완료 시 인증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
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표시 정지 및 판매 정지
■개선 명령 처분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개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품 심사 결과 인증 심사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에 해당되는 경우(3개월)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
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
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6개월)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
를 한 경우(6개월)

-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
에 해당하거나,
- 인명의 피해나 화재
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시판품 및 현장조사 결과 부적합 시 정부의 행정처분(개선명령,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등) 실시 및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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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KS인증 관련 기관

05 심사의 종류
공장심사

인증기관 현황

 장심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및 KS Q 8001 부속서B의 공장심사
공
보고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적부제(적합, 부적합으로 평가)로 심사하며 33개 모든 항
목에서 적합시 합격으로 판정됩니다.
 3개의 평가항목은 일반품질과 핵심품질(중요 평가항목)로 구분됩니다.
3

구분

KS인증기관

지정일자
(최초지정)

1

한국표준협회

‘17.05.26.
(‘98.07.24.)
‘17.05.04
(‘15.11.30.)
‘17.02.15
(‘15.11.30.)
‘17.09.29
(‘15.11.30.)
‘16.04.27.
‘16.07.05.

심사사항

전체 평가항목 수(핵심품질)

1. 품질경영

5(1)

4

2. 자재관리

6(1)

5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한국조명 연구원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8(1)
6(2)

6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품관리
5.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3(1)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5(1)

계

33(7)

8

한국에너지공단

소계

8개 기관

2

공장심사 평가항목

제품심사
 료를 채취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시
제품심사는 최초 신규 인증심사시에만 실사하고 정기심사(3년,1년), 이전심사에서
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개월 이상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안전인증 등 다른 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3
시험항목 등 KS 수준 이상의 공인 시험 성적서(최근 2년 이내) 제출시 관련 시험은
생략합니다.

22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3

(‘17.05.22)
(‘16.07.05.)
‘17.05.04
(‘16.07.28.)

지정 부문/품목
기계, 전기전자, 금속, 건설, 일용품,
요업, 화학, 수송기계, 서비스 등
16개 부문 739품목
기계, 전기전자, 금속, 건설, 일용품,
요업, 화학, 물류 등 14개 부문 539품목
기계, 전기전자, 금속, 화학,
수송기계 등 10개 부문 367품목
기계, 전기전자, 금속, 건설, 요업,
화학 등 7개 부문 460품목
전기전자(C) 1개 부문 26품목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등
기계(B) 1개 부문 34품목
KS B 7303(건식 가정용 청소로봇) 등
기계(B) 1개 부문 3품목
KS B 8295(태양열집열기) 등 기계(B),
전기전자(C)2개 부문 19품목
인증대상: 800품목

품질관리 단체
기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한국수도밸브공업협동조합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전화
02-962-9691
02-2241-7381-3
02-422-1551
02-890-8300
02-540-1891
02-780-4455
031-421-0506
02-3453-7991
032-547-5871
02-3471-6232
02-715-5610
02-3444-1921
KS인증 종합안내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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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KS 서비스 인증 제도
KS 서비스 인증이란?

KS 서비스 인증분야

KS 서비스 인증은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
인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KS 서비스 인증 도입 필요성

01

02

03

고령화, 저출산 등의
환경변화로 인한
서비스업 수요 증가

제조업 성장 한계에
따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발전 필요

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예방대책 필요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클리닝

장례식장

KS S 1006

KS S 1004

KS S 1012

KS S 2021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차량수리 및 견인

혼인예식장

KS S 2007

KS S 2005

KS S 3006

KS S 2020

서비스 산업 표준화 및 인증 도입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이사

택배

KS S 2024

KS S 2028

KS S 2008

KS S 2009

컨벤션

시장 및 여론조사

KS S 1008

KS S 1007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발전
사회
ㆍ고용 생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ㆍ각종 서비스에 대한 신뢰 증가
및 국가 안전망 구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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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체
ㆍ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장진입 용이 및 매출증가
효과
ㆍ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
되어 사업경쟁력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소비자
ㆍ만족도 향상 및 소비자 불만
및 피해 감소
ㆍ인증마크가 구매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간과 비용 절약

KS인증 종합안내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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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KS인증제도
개요

01 KS인증이란 무엇인가요?
02 KS인증이 가능한 제품(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3 KS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04 KS인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5 해외에 있는 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06 KS인증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KS인증이란 무엇인가요?

받은 기업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KS인증 마크(㉿)를 표시하여 사용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 KS인증 절차 및 효과 >
인증기관

인증
신청

적합성 유지
및 사후관리

KS
인증

KS인증공장
KS 및 인증심사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유지

KS제품
생산

?

한국산업표준(KS)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표준입니다.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정적ㆍ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KS(㉿)를 발급하는 임의인증 제도입니다.
ㅇㅇKS인증을

궁금해요

Part 1

01

Part 1
KS인증제도 개요

KS인증확인으로
품질신뢰

소비자 이용자

인수검사가
필요없으므로
검사비, 관리비절약

구매공장

우선구매 지명경쟁
입찰시 유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ㅇㅇ‘한국산업표준화’는

광·공업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일화·단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국산업표준의 구분 >
구분

내용

제품표준

제품의 형상·치수·품질·안정성 등 특정 조건에서 정해진 성능을 수
행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제품 요구사양을 규정

방법표준

시험·분석·검사·검정 및 측정방법,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전달표준

용어·약어·부호·기호·기술·단위·수열·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

해당 표준의 특성에 따라 21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표준번호
에 A~X의 코드를 부여하여 운영 중입니다.

ㅇㅇ한국산업표준은

※예시) 한국산업표준 + 전기전자 + 구분번호 = KS C 0000

< 한국산업표준의 분류 >

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S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인증 제도인 KS인증을 받으면
A. K
조달청 구매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과 제품 판매 및 홍보에 KS인증 마크를 활용하
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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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7년

12월 말 기준 한국산업표준(KS)은 20,282종이며, 한국산업표준(KS)에
관한 정보는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www.standard.go.kr)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습니다.
Part 1_KS인증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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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이 가능한
제품(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산업표준(KS)가 제정되어 있다고 모든 품목이 KS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만 받을 수 있습니다.
ㅇㅇ현재

< KS인증 대상 품목 지정요건 >

Part 1
KS인증제도 개요

약 800개 품목이 KS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Part 1

02

제품 인증
➊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KS에 맞는 것임을 표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➋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➌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경우
서비스 인증
➊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KS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➋ 제조업의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➌ 국가 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 KS인증대상 품목 현황 >
분야구분

인증 대상 품목수

분야구분

인증 대상 품목수

기본(A)

-

요업(L)

48

기계(B)

133

화학(M)

126

전기(C)

177

의료(P)

7

금속(D)

110

품질경영(Q)

-

광산(E)

3

수송기계(R)

19

건설(F)

95

서비스(S)

18

일용품(G)

26

물류(T)

19

식품(H)

-

조선(V)

-

환경(I)

-

항공우주(W)

7

생물(J)

1

정보(X)

-

섬유(K)

11

합계

800

※식품(H)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ㅇㅇ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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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대상 지정 품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나라표준인증포털(www.standard.go.kr) - ‘국가표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A. e
또한 개별 표준의 제ㆍ개정을 담당하는 소관부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KS인증 대상 지정품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 ‘소식’ - 고시ㆍ공고 검색

Q. KS인증 대상 품목 지정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품목이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KS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련법에 따른 지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품목 표준담당 소관부처 행정기관에 신청하시면
관
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KS인증대상 지정 신청서)
Part 1_KS인증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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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형식승인 등의 면제 관련 현황 >
관계 법령

면제 조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23조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제3 5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 5 조제1 항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법에 따른 1)인증제품 우선구매, 2)입찰 계약의 특례, 3)검사ㆍ형식
승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0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3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4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형식승인

15

항공안전법

KS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KS인증 제품은 우선구매 제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입찰계약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Part 1

03

1

ㅇㅇKS인증 준비 및 취득 과정을 통해 전사적 품질경영 체계를 갖춤으로써 기업의

ㅇㅇ또한

1) 인증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KS인증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입찰 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예외를 인정하여 KS인증제품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검사ㆍ형식승인 등의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인증), 건설기술
진흥법 등 1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증ㆍ검사ㆍ형식승인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의 우선구매 혜택 등의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표적인 사례로 조달청 정부계약 입찰자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
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건설자재ㆍ부재는 KS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쓰거나, 동등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 우선구매 대상 여부 등의 확인
은 관련 구매 공고 또는 계약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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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에 따른 검사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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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KS인증 유효여부 확인하기
ㅇㅇKS인증서를

확인하시면 해당 KS인증 기업의 인증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심사 기한 갱신 내역을 통해 인증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ㅇ다만,

KS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심사 등 정해진 일정에 사후
관리 심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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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으로 해당 인증이 정지,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e-나라표준인증포털 및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KS인증서 예시 >

KS인증서 하단에는 최초 인증일과 정기심사 기한이 표기되어 있으며,
도래하는 기한 내에 정기심사 등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갱신된 인증서를

ㅇㅇ취득한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 KS인증심사 종류 >
인증기관 실시
•정기심사: 제품인증의 경우 1년, 3년 공장심사, 서비스인증의 경우 2년 사업장
심사
•이전심사: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장심사
정부 실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KS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단체 조사 요구나 소비자
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의 유효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KS인증 번호’, ‘인증 기업명’ 등을 확인한 후 KS인증 및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
으로 문의하면 인증 유효 및 인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명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6조(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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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Part 1
KS인증제도 개요

KS인증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을
거쳐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ㅇ해외에

06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증포털(www.standard.go.kr)’에
접속하면 KS인증 기업, 품목별 인증현황, 인증취소ㆍ반납 현황, 행정처분
기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한 기업은 인증심사원의 이동시간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국내

< KS인증 현황 >

기업에 비해 심사 일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18.9.30. 기준)

< 해외 KS인증 기업 현황 >

구분
(2018.9.30. 기준)

국가
중국
인도
네시아
일본
북한
태국
베트남
대만
계
(7개국)

연도별 신규공장
공
장 ’91~
수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8 356 37 13 23 42 28 25 22 22 29 28 25 27 42 40 2 33
품
목
수
5

3

2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6
4
3
28
6

8
2
3
21
10

2
0
2
0
0

2
0
0
0
0

3
0
1
0
0

0
0
0
1
0

0
0
0
0
0

1
1
0
0
0

6
0
0
2
0

9
0
0
0
1

1
0
0
0
1

0
0
0
1
0

0
0
1
1
1

0 0 0
1 0 0
2 0 1
1 11 3
0 0 2

0
0
0
0
0

0
0
0
2
4

연도
2017

KS 인증 품목수

KS 인증 공장수
(국내/국외)

KS 인증수
(국내/국외)

695

7,280
(6,869/411)

12,169
(11,595/574)

e-나라표준인증포탈(www.standard.go.kr)에는 범부처 인증제도
정보, TBT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ㅇ이밖에도

<e-나라표준인증포털>

134 294 43 15 28 43 28 27 31 32 32 29 28 31 53 47 2 39

자주하는 질문 FAQ
Q. 해외기업에 대한 혜택 또는 차별은 없나요?
A. 국내 인증취득과 동일하게 조달 우대, 시험ㆍ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 정기심사 등도 동일하게 적용·관리되는 등 차별은 없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인증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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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KS인증 취득
절차와 기간

07 KS인증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08 KS인증 심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9 KS인증 취득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0 KS인증 취득 비용은 얼마인가요?
11 KS인증 심사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07

< 서비스분야 KS인증심사 절차도 >

Part 2
KS인증 취득 절차와 기간

신청인
신청서 작성
사업장 심사 준비

인증기관
신청
신청 수수료
사업장 심사비
통보

불합격 통보

기업으로부터 KS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서 내용 검토 및 심사계
획을 수립 후 신청기업에 심사일정을 통보하며 이후 공장심사 및 제품심
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Part 2

KS인증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합격시 진행

서비스 심사 준비

통보

신청서 작성

사업장 심사비

ㅇㅇ인증기관은

심사가 종료한 뒤 결과 보고서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신청서 작성

KS인증 적합ㆍ부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합격 통보

신청서 작성

< 제품분야 KS인증심사 절차도 >

합격시
신청서 작성

신청인
신청서 작성

인증기관
제출

접수

(심사수수료 납부)

신청서 검토
심사원 의뢰
심사원 통보

심사원 선정

심사 계획
심사 준비

계획 통보
심사수당 및 출장비 납부

공장심사
적합(또는 신청인 요구)시
제품시험 의뢰
부적합 통보

보고서 검토

개선 보완

제품심사
시험성적서 송부

개선사항 보고 또는
확인심사 실시

인증서 발급

적합통보

인증위원회 심의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적합시 상정)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및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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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관이란?

KS인증 심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Part 2

지정받아 KS인증기관이 KS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KS인증제도 및 KS 제·개정,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행정처분 등

ㅇㅇ정부로부터

Part 2
KS인증 취득 절차와 기간

•인증기관: KS인증 접수·심사·인증서 발급, 정기심사, 심사기준 제·개정 등
ㅇㅇ2018년

현재 11개 KS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인증 가능한 품목
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KS인증기관 지정 현황 >
인증기관명

지정 품목수

지정일

한국표준협회(KSA)

730 품목

1998.07.2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367 품목

2015.11.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460 품목

2015.11.3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533 품목

2015.11.30

한국조명연구원(KILT)

26 품목

2016.04.27

한국가스안전공사(KGS)

34 품목

2016.07.05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3 품목

2016.07.05

한국에너지공단(KEA)

19 품목

2016.07.28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12 품목

2016.03.08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27 품목

2015.10.19

한국식품연구원

166 품목

1998.07.24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황은 정부 e-나라표준인증포털(www.standard.go.kr) - ‘KS인
증기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ㅇ인증기관

인증심사원(2인 1조)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 및 생산 현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ㅇㅇ‘공장심사’는

(’18년 3월 기준)
부처

KS인증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됩니다.

-공
 장심사는 최초 인증심사 및 인증 취득 후 실시하는 정기심사(1년, 3년) 시
실시
ㅇㅇ‘제품심사’는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

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규 인증 취득 및 시
판품조사 시 실시합니다.

-최
 초 인증심사의 공장심사일 경우 인증심사원이 생산 재고 중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의뢰

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되는 심사로 임의로 구분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KS인증심사 시 ‘공장심사’를 통해 기업의 품질경영체계 및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체계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제품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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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심사원이란?

KS인증 취득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Part 2

KS인증심사원 제도를 운영하여 KS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원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ㅇㅇ정부는

Part 2
KS인증 취득 절차와 기간

- 산업표준화법 제18조(인증심사원)에 근거하여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 따라 KS인증심사원 자
격 부여
ㅇㅇKS인증심사원은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정기심사·이전심사 및 정부의 시판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심사 완료까지 약 40일 소요되며, 이외 제품시험
기간,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 기한 등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품조사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품에 따라 2주에서 1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인증품목의 제품시험 기간을 감안하여 인증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ㅇㅇ제품시험

< KS인증심사원 자격기준 >
학위·자격·교육이수

경력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6개월 이상

기술사

6개월 이상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사: 1년 이상
산업기사: 2년 이상

석사, 학사, 전문학사

석사: 1년 이상
학사: 2년 이상
전문학사: 3년 이상

품질관리담당자

3년 이상

해양수산부

한국식품연구원

비고

경력은 학위ㆍ자격 등은
관련 인증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이어야 하며,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양성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KS인증 제품시험기관이란?
ㅇㅇKS인증

제품심사시 활용하는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KOLAS)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ILAC -MRA )을 받은 공인 시험·검사
기관을 말합니다.
- 국제기준(ISO/IEC 17020, ISO/IEC 17025)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
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ILAC MRA)
※예: TUV(독일기술검사협회), SGS(스위스시험검사기관)

ㅇㅇ또한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될 경우 개선조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KS인증제품별 제품시험 소요일수 예시 >
표준번호
KS C 1214
KS C 7601
KS B 50076-1
KS C 7504
KS M 3515
KS D 3562
KS B 6377
KS M 3502

표준명
소요일수
전자식 유/무효전력량계 － 유효0.2급,0.5급,1.0급,2.0급 －
120
무효2.0급,3.0급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비자동저울 - 제1부: 계량 및 기술적 요구조건 - 시험
가정용 소형 백열램프
가스용 폴리에틸렌(PE)이음관 - 조합형 전기 융착 이음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팬코일 유닛
경질 염화비닐 골판

100
90
70
60
44
30
10

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 취득기간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A. ‘인증 신청서 접수부터 심사완료까지 40일 + 인증 제품의 시험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KS 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 경우 심사 40일 + 제품시험 90일 = 130일 내외 소요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제품인증신청서)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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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취득 비용은 얼마인가요?

ㅇㅇKS인증

Part 2
KS인증 취득 절차와 기간

KS인증 심사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Part 2

통상적으로 1개 제품을 인증받을 경우 인증수수료 220만원과 제품시험비가
소요됩니다.

11

최초 신규 인증은 1개 품목 기준으로 2일간 심사가 진행되며, 해외에 공장이
소재하거나 외주가공 공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령에 따른 인증수수료(신청비+심사수수료+출장비)와 제

품시험료(실비)로 구성되며, 제품시험비용은 KS인증 시험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ㅇ이후

사후관리 심사(정기심사, 이전심사 등)는 1품목 기준 1일간 심사가 진행

됩니다.

- KS인증 컨설팅, 제품시험 사전테스트 비용 등 기업의 선택에 따른 소요 비용
은 제외

< KS제품 인증 심사일수 >

< KS제품 인증 비용 >
•신청비: 기본 1분야 50만원(이후 1품목 추가 신청 시 25만원씩 추가)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심사일수×공장심사비[인증심사원 1인당 26만
원/일(2인 1조)]
•인증심사원 출장비: 식비, 일비, 숙박비, 교통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제품시험료: 해당 품목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정한 금액
※ 부가세(VAT)는 별도로 계산

심사일

품목 수
신규 인증심사
사후관리 심사
(정기심사 등)

1종목
2일

2~3종목
2일

4종목 이상
3일

1일

2일

3일

•신규인증 및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 기준 2일로 연장 가능
•K S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3일 까지 연장 가능

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 취득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알려주세요.
A. 대상: KS레미콘공장㈜ (부산광역시 소재) KS F 4009 1품목을 신규인증 신청한 경우
•신청비: 50만원
•심사수수료: 26만원×2명×2일 = 104만원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식비 (2만원×2명×2일) + 일비(2만원×2명×2일) +
숙박비(5만원×2명×1일) + 교통비: KTX왕복비용(약95,000원)×2명 = 45만원
•제품시험료: 170,500원
•소계 = (500,000+1,040,000+450,000+170,500)X부가세(1.1) = 2,376,550원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등) 및 별표 14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인증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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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심사기간 연장 시 적용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연장기간은 사유별로 합산하여 진행됩니다. 즉, 외국 소재의 기업일 경우 기본 심사일이
1품목당 2일로 연장되고, 해당 기업의 외주가공 업체 확인이 필요할 경우 3일을 추가하
여 최대 5일까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인증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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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취득
로드맵과
기초지식

12 KS인증 인증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13 KS인증 품목의 종류·등급·호칭·모델이란
무엇인가요?
14 KS인증심사기준이란 무엇인가요?
15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이란 무엇인가요?
16 품질관리담당자란 무엇인가요?
17 KS인증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18 KS인증을 위한 3개월 간의 관리 실적이란 무엇인가요?

12

Part 3
KS인증 취득 로드맵과 기초지식

KS인증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Part 3
KS인증 취득 로드맵과 기초지식

KS인증 품목의 종류ㆍ
등급ㆍ호칭ㆍ모델이란 무엇인가요?
KS인증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세부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의 범위를 정
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ㅇ동일한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사용 용량, 규격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ㆍ

품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 특성에 따른 세부 종류ㆍ등급ㆍ

< KS인증 준비 절차 로드맵 >

호칭ㆍ모델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S인증 신청 시 해당 품목의 세부 범위를 정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에 따라 제품시험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

ㅇㅇ따라서
인증 신청 품목
및 세부 범위 결정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품의 KS인증 대상품목 지정 여부 및 세부 종류ㆍ등
급ㆍ호칭ㆍ모델을 확인하여 인증 신청 대상 및 범위를 결정

KS 및 인증심사
기준 확인

해당 품목의 KS에서 요구하는 적용범위, 특성, 성능 등을 바탕으로 인
증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및 요구사항 확인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확인

KS Q 8000 Series 부속서 ‘심사보고서’의 세부 평가항목 확인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도입

해당 인증심사기준과 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
영 추진(사내표준 제ㆍ개정 및 실행)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교육이수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자 확보 및 정기교육(품질
관리담당자 정기교육, 경영간부 교육) 이수

설비 및 장비
확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 및 시험ㆍ검사설비를 사내표준
에 규정하여 보유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 준비

심사일 기준으로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개월 이상 제품을
생산한 실적(생산ㆍ품질관리 증빙 등)

제품 시료 확보
(제품인증만 해당)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 확보(샘플링 방법 및 최소 재고량 확인 필요)

인증심사 신청

< 품목별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의 범위 예시 >
품목

구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정격전력(W)

부착방식

종류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60 이하
6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300 이하
고정형
매입형

비고

정격전력 종류별로
제품시험 실시

•부착 방식에 따른 종류(고정형/매립형)별로 정격전력(W) 범위로 인증 실시
예) KS C 7653 LED 등기구 1개 품목 인증 시 인증 범위를 하기 2종류로 신청 매립형 10w
초과 30w 이하, 매입형 30w 초과 60w 이하

심사준비 과정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심사 신청

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인증지원시스템(www.ksmark.or.kr)에서 KS인증 준비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A. KS
동영상 가이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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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 품목별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의 구분사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해당 품목의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인증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시험항목 추가 등의 세부내용은 인증기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art 3_KS인증 취득 로드맵과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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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하려는 품목이 한국산업표준(KS) 및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
었는지 확인 ② 인증 신청 기업은 생산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 인력, 설비
등을 구축해야 하며, ③실제 생산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3개월간의 제품 생산
실적 및 품질관리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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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심사기준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

KS인증심사기준 활용 Tip
ㅇㅇKS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KS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은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받은 품목입니다.

ㅇㅇKS인증

품 품질관리를 실시하면 됩니다.

Part 3

KS인증기관은 KS인증 대상 품목별로 평가기준을 정한 인증심사기준을 제
정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심사는 KS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 및 결함 구분 기준
에 따라 합부가 결정되므로 KS인증 취득 준비 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제

< KS인증심사기준 현황 >
ㅇㅇ인증심사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공통 심사항목인 ‘일반심사기준’과 해당 품목

별 특성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이 제정한 ‘품목별심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18년 9월 기준)
부문
기본

표시
A

종수
-

- 일반심사기준: 가)품질경영관리, 나)자재관리, 다) 공정ㆍ제조설비관리, 라)제
품관리, 마)시험ㆍ검사설비 관리, 바)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관리

기계

B

133

전기전자

C

177

- 품목별심사기준: 사)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아)제품시험 결과에 대한
결함 구분, 차)제품인증표시방법 등

금속

D

110

광산

E

3

건설

F

95

ㅇㅇ인증심사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것은 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심

일용품

사기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 인증기관에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G

26

식품

H

-

있습니다.

환경

I

-

생물

J

1

섬유

K

11

자주하는 질문 FAQ
Q.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A. 인증심사기준은 해당 인증품목의 한국산업표준(KS)을 바탕으로 인증심사를 위한
관리ㆍ검사ㆍ시험 항목 등을 정한 것으로,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한국산업표준(KS)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인증심사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KS인증심사기준은 e-나라표준인증포털(www.standard.go.kr) - ‘국가표준’을
검색하시면 해당 표준에 첨부된 심사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표준
정보망(www.kssn.net) - ‘국가표준’ - ‘심사기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17조(인증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인증심사기준) 및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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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업

L

48

화학

M

126

의료

P

7

품질경영

Q

-

수송기계

R

19

서비스

S

18

물류

T

19

조선

V

-

항공우주

W

7

정보

X

합계

-

21개 분야

800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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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이란
무엇인가요?

KS인증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8003)의 부속서 ‘공장
심사보고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공장심사 결과의 합격ㆍ불합격 여부를 평

ㅇㅇ인증심사원은

가하게 됩니다.
-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33개 전 항목 적합할 경우 공장심사 합격 처리
ㅇㅇ공장심사보고서를

확인하면 항목별로 심사원이 점검하는 주요 내용과 판

Pa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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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담당자란 무엇인가요?

산업표준화법령에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기업에서 KS인증과 관련된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추진하는 자를 말합니다.
및 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기업이 품질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ㅇ산업표준화법

ㅇㅇ여기서

말하는 ‘품질관리담당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공장심사 준비를 하면 됩
니다.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예시) >

자주하는 질문 FAQ
Q. 공장심사보고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S인증심사기준은 e-나라표준인증포털(www.standard.go.kr) - ‘국가표준’A. K
‘표준검색’에서 ‘KS인증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8003)’을 검색하거나, 해
당 인증기관에 요청하면 공장심사보고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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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28조(품질관리담당자 자격기준)
Part 3_KS인증 취득 로드맵과 기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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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8003)의 부속서 ‘공장심사 심사
보고서’의 공장심사 평가항목을 말합니다.

16

!

궁금해요

?

KS인증 ‘품질관리담당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역할
ㅇㅇ제품

17

Part 3
KS인증 취득 로드맵과 기초지식

KS인증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인증 분야 품질관리담당자의 직무

KS인증기업에 경영간부(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 및 품질관리
담당자는 산업표준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 KS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교육기관(한국표준협
회)에서 실시하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ㅇㅇ산업표준화법령에

< 산업표준화 교육 내용 >
ㅇㅇ서비스

인증 분야 품질관리담당자의 직무

➊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➋ 사내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총괄
➌ 서비스 품질수준의 평가
➍ 각 서비스 절차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ㆍ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➎ 서비스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 대책에 관한 지
도 및 조언
➏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➐ 고객(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관리 및 조치
➑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주기

경영간부 교육

16 시간

3년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

16 시간

3년

•경영간부 교육은 대상자 중 3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고 미이수자들에게 전파교육을 완료
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은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과 별개의 교육으
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국가자격(기사 등)을 받아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은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품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등 국가 자격을 가진 자가 기업에서 품질관리담당자로 역할을
할 경우에도 대상입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산업표준화법 시행력 제30조 제2항 별표2(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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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➋ 사내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총괄
➌ 제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➍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ㆍ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➎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➏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➐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➑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➒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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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부의 대상 범위
ㅇㅇ‘생산부서’는

부서의 명칭이 ‘생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Part 3
KS인증 취득 로드맵과 기초지식

KS인증을 위한 3개월
관리 실적이란 무엇인가요?

업무분장상 자재관리 또는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부서
예) 생산부, 생산팀, 생산관리부, 생산기술부, 구매외주팀, 자재관리과 등 다양
ㅇㅇ‘품질부서’는

부서의 명칭이 ‘품질’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 품질부, 품질관리팀, 제품관리부 등으로 다양
ㅇㅇ‘팀장급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춘 후 정상적
으로 제품을 생산한 3개월 간의 관리실적을 말합니다.

이상 간부’란 직위의 명칭이 ‘팀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최소

단위의 생산·품질 부서장 및 그와 관련된 상위 간부를 뜻함
예) 팀장, 부장, 과장, 소장, 센터장, 파트장 등으로 다양

시 해당 기업의 과거 3개월 간의 자료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KS인
증 제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ㅇ인증심사

3개월 관리실적이란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사내
표준 및 제조설비 등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실시한 내역을 말합니다.

ㅇㅇ이때

산업표준화 교육의 내용
과정

내용

경영간부

① 산업표준화 제도와 정책방향
②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③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④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⑤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⑥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⑦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품질관리담당자

① 산업표준화법규
②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개요
③ 통계적 품질관리기법
④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실시
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실무
⑥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
⑦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품 검사·시험, 장비 교정 등의 내역 및 증빙이 3개월 관리실적 내에 포함
되어야 함
ㅇㅇ이후

사후관리 심사 시에는 지난 1년간의 관리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지속적인 생산관리가 어려운 계절형, 주문형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S인증 심사 시 지속적 생산이 어려운 경우 월 2회 이상의 시험생산(Pilot
A. K
production) 등 시제품 생산 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1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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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상의 제품 품질관리 또는 제조·검사 설비의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

PART 4

KS인증 취득
준비 사항

19 심사 시 준비해야 하는 사내표준에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20 품질관리담당자의 확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1 해외 기업도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KS인증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2 보유해야 하는 주요 공정 및 제조설비는 무엇인가요?
23 주요 공정 및 제조설비를 반드시 자체 보유해야 하나요?
24 보유해야 하는 시험·검사설비는 무엇인가요?
25 시험·검사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26 제품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품 시료의 수는
몇 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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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 준비해야 할
사내표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ㅇKS인증(서비스)

사업장심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내표준 목록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인증 사내표준 예시 >
사업장심사보고서 평가 항목

2.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관리 규정

3. 서비스 운영

•서비스 운영관리 규정
•서비스 품질관리 규정

4. 서비스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인적자원관리 규정
•교육훈련 관련 규정

5.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관리

•시설·장비관리 규정
•환경·안전관리 규정

공장심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내표준 목록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내표준 목록 예시 >
공장심사보고서 평가 항목

사내표준 예시

1. 품질경영 관리

•표준화 및 품질경영추진 계획 (경영책임자 방침, 사내
표준 관리 규정, 소집단활동 규정, 내부품질심사
규정, 경영검토 규정 등)

2. 자재관리

•자재관리 규정
•인수검사 규정

3. 공정·제조설비관리

•공정관리 규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포함)
•중간검사 규정
•작업 규정
•제조설비의 관리 규정
•설비윤활관리 규정

4. 제품관리

•제품 규정
•제품검사 규정(항목별 시험방법 표준 포함)

5. 시험·검사설비관리

•시험·검사관리 규정
•교정관리 규정

6. 소비자보호 및 환경·
자원관리

•소비자불만처리 규정
•작업환경·안전·복지관리 규정
•교육훈련 관련 규정

Part 4

1. 서비스 품질경영 관리

•표준화 및 품질경영추진 계획 (경영책임자 방침 및
연도별 부서별 사업계획, 조직 및 업무분장, 사내표
준 관리 정, 소집단활동 규정, 제안제도 운영 규정,
내부품질심사 규정, 경영검토 규정 등)

인증기업은 KS인증심사기준 개별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한국
산업표준(KS) 수준 이상 관리될 수 있도록 사내표준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ㅇㅇKS인증(제품)

사내표준 예시

자주하는 질문 FAQ
Q. KS인증 사내표준 제정에 대한 정보ㆍ도움을 받고 싶어요.
 S인증지원시스템(www.ksmark.or.kr)의 바탕화면에서 ‘심사준비 가이드 및 진행
A. K
가이드’ - ‘심사 시 증빙서류 안내’를 클릭하시면 사내표준 및 관련 문서 양식 샘
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www.oksa.or.kr)에서 KS인증 사내표준 등 실무에 관한 온오프라인 공개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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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 문서를 KS인증 준비 시 사내표준으로 활용 방법
ㅇㅇISO인증과

KS인증의 사내표준 문서 체계는 다르지만 두 인증 모두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한 인증으로 세부 문서의 내용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KS인증 준비 시 ISO 사내표준 문서를 해당 KS인증 및 인증심사기준
에 맞춰 보완ㆍ개정하면 쉽게 KS인증 사내표준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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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담당자의
확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ㅇ따라서

< ISO인증-KS인증 사내표준 문서 체계 >

KS인증 신청 전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
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ㅇ‘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업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며 기업

의 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Level 2)

인증심사 시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퇴사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이 1개월 이상일 경우

ㅇㅇ최초

절차서

(Level 2)

관리표준
(규정/규칙)

지침서

기술표준
(규격/표준)

(Level 3)

ISO 9001 문서 체계

연속된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 전임자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채용할 경우 전임자의 재직기간 및 후임자의
재직기간을 모두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KS 사내 표준 체계

<KS인증 사내표준 구성 체계 >

관리표준

품질매뉴얼

기본 (A)

규정

조직 (B)

규칙

업무 (C)

사
내
표
준

자주하는 질문 FAQ
규격
기술표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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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인수 검사 규격

자재 규격

중간 검사 규격

검사 규격

제품 검사 규격

작업 표준

XXX 지도서

시험 표준

Q. 대표자가 품질관리담당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A.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 중 누구든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회사의 규모, 업종,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품질관리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와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부서에 소속된 품질관리담당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Part 4_KS인증 취득 준비 사항

65

Part 4

품질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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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도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및 KS인증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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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해야 하는 주요 공정 및
제조설비는 무엇인가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자를 보유하고, KS인증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생산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ㅇ국내 자격 취득이 어려운 해외 소재 공장의 경우에는 ‘국내 관련 자격과 동등한

ㅇㅇ품목별

수 있습니다
예) 미국품질협회(ASQ)의 국제품질기사(CQE) 자격증 취득자
ㅇㅇ또한

국내 산업표준화 교육 참여가 어려운 해외 기업을 위해 온라인 독서

통신교육(한국어, 영어) 과정을 개설(한국표준협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를 규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한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관리
ㅇㅇ다만,

해당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국
 내 품질관리담당자 자격과 동등한 수준의 해외 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
게 해야 하나요?
A. 인정받고자 하는 자격의 내용(자격의 내용, 시행기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
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신청을 하시면 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안내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28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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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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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라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자격자’를 품질관리담당자로 인정할

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주요 제조설비와 공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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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 및 제조설비를 반드시
자체 보유해야 하나요?
KS인증 제품을 생산하기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활용·관리하여야 하나
배타적 임대, 외주가공이 허용된 공정에 대해서는 차제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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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해야 하는 시험ㆍ검사 설비는
무엇인가요?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험ㆍ검사 설비를 보유하여야 합
니다.
제품의 KS인증심사기준 ‘마.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를 확인하면 보유
해야 하는 주요 시험ㆍ검사 설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ㅇ해당

공장 부지와 제조설비에 대한 임대 등을 통해 자가 보유한 것과 같은

단독 사용권을 확보한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목의 제조설비 중 콘크리트 운반차(레미콘 및 덤프
트럭)를 지입차 방식으로 확보

KS인증심사기준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공정에 대해서는 관련 제조설비
등을 자체 보유하지 않아도 되나, 사내표준에 외주공정 사항을 명시하고 자

ㅇㅇ또한

-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주요 시험ㆍ검사설비를 포함하여
시험ㆍ검사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KS C 7653(LED 등기구) KS인증심사기준
‘마.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예시) >

체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보
 유한 제조설비 등을 타 기업에 임대하거나 공유할 수 있나요?
A.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설비 등을 타기업에 임대, 공유할 수 없습니
다. KS인증 공장은 KS인증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ㆍ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 요령 제25조(인증심사절차)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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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
Part 4_KS인증 취득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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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KS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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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제조설비와 달리 시험ㆍ검사설비는 자체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주기
를 정하여 외부설비 사용,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ㅇㅇ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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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품 시료의 수는 몇 개인가요?
제품별로 필요한 시료의 수는 품목마다 다르며 해당 품목의 한국산업표준
(KS)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항목과 샘플링 방식’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품목별 시험ㆍ검사설비 구체적으로 정하고

ㅇㅇ다만, KS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규정(주기, 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외부설비를 사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 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시 외부 설비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ㅇ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심사

시 당일 재고량을 모집단으로 그 중 대표시료를 샘플링 채취하여 제품시험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ㅇ이때

필요한 재고량 및 샘플링 시료 숫자는 품목별로 매우 상이하고 복잡하

므로 사전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ㅇ파악이

어려울 경우 인증기관 또는 제품시험기관에 문의하면 필요한 재고

량 및 채취할 시료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외
 부 시험이나 시험성적서 관리 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시험ㆍ검사 주기를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그 밖의 경우는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내
표준에 정하면 됩니다.
다만, KS인증 제품의 정기적 품질관리 및 검사를 위해 1년에 1회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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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재
 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KS인증심사 시 해당 종류가 없거나 시료가 부족하여 제품시험이 불가할 경우 제품
시험을 할 수 없으므로 KS인증심사는 중단되고 인증불가 통보를 내리게 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2.제품심사
Part 4_KS인증 취득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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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PART 5

KS인증
신청하기

27 KS인증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8 KS인증 신청 시 공장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9 자재관리 목록이란 무엇인가요?
30 KS인증 신청 후 일정 조정이나 연기가 가능한가요?
31 기업이 심사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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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KS인증 품목의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KS인증 신청서류 예시 >
서비스인증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입금증 사본(신청비)
③ 공장등록증(해당하는 경우)
④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⑤ 주요 자재관리(부품, 모듈, 재료 등) 목록
⑥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공
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에 는 외주
가공 업체 현황,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⑦ 기타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입금증 사본(신청비)
③K
 S Q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④ 주요 시설·설비·장비 보유 현황(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Pa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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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신청 시
공장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공장등록증은 업종과 공장 규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ㅇㅇKS인증

신청 시 법에 따른 정상적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자 공장등록증을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저촉되지 않거나 공장등록증이 필수가 아닌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대기 배출, 폐수처리 관련 법규 및 조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여 공장등록 및 허가가 필요한
경우
ㅇㅇ다만,

기업에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은 공장등록증

미제출 사유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인
 증 신청 가능한 인증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나라표준인증포털(www.standard.go.kr)의 ‘인증기관 조회’를 클릭하여 인
A. e
증받기를 원하는 품목의 표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의 인증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인증의신청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제품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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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인
 증기관이 신청서 외의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업의 소재지와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이외
심사 관련한 확인을 위해 ISO 9001 인증자료(품질경영심사 일부 면제), 주요자재
목록, 설비목록 등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한 자료를 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KS인증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4.3 신청서 제출 참조
Part 5_KS인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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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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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목록이란 무엇인가요?

?

궁금해요

자재관리 목록 작성 방법
품목의 과거(`15년 7월 이전) KS인증심사기준의 ‘Ⅱ. 자재의 관리’ 품목
별 주요 자재 목록을 참고

ㅇㅇ해당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기업은 인증심사 전 인증기관에 해당 품목의 '주요
관리 자재'에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재관리 목록 예시(KS B 5305) >
번호 자재명

1

ㅇㅇ자재관리

목록은 심사 신청 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적정성을 확인받아 하며 변

부르
동관

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에 변경된 자재목록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용도
압력 전달 및
생크 및 내기
연결용

00공업사

N/A

KS D5201: 2009
부르동관에 전달된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위치에너지를 운동에 •재질: A2680P-1/2H
너지로 변환용
•규격: 저(진), 중, 고압작동 시 걸림이
없어야 한다.

00정공사

N/A

3

내부
기구
(섹터,
피니언)

현장 배관에
KS D5101: 2009(구리 및 구리 합금봉)
연결하여 압력 전달 •재질: A3604BD-F
및 부르동관 연결용 •규격: 14mm, 17mm 치수규격을
및 배관 접속
만족할 것.

00정공사
(내기)
00정밀
(Shank)

N/A

4

기계
가공품
(생크)

현장 배관에
KS D5101: 2009(구리 및 구리 합금봉)
연결하여 압력 전달 •재질: A3604BD-F
및 부르동관 연결용 •규격: 14mm, 17mm 치수규격을
및 배관 접속
만족할 것.

00이엔지

N/A

압력 표시 및
지시용

KS D6701: 200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재질: A1050P-H18
00기업사
•규격: 0.8t, 1.0t 치수규격 및 압력계 맞는
눈금분할수를 가질 것.

N/A

압력 표시
및 지시용

KS D6701: 200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재질: A1050P-H18
00정공사
•규격: 0.8t, 1.0t 치수규격 및 압력계 맞는
눈금분할수를 가질 것.

N/A

문자판

6

지침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
년

월

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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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구

자주하는 질문 FAQ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공급업체 변경사항

2

5

Q. 주
 요 자재란 무엇인가요?
A.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말하며 KS 및 품목별 인증심사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인증기관은 제출된 ‘자재관리 목록’을 확
인하여 최종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격(Spec.)
KS D5301: 2009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판)
•재질: A2700T-O
•규격: 치수규격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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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신청 후 일정 조정이나
연기가 가능한가요?
심사일정을 통보 받기 전에는 언제든 철회 및 조정이 가능하며, 심사일정을
통보 받거나 심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취소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철회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인증기관 자체 KS인증업무규
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과 인증기관이 체결하는 ‘KS인증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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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신청하기

기업이 심사원을 지정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인증 신청 시 특정 심사원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은 심
사원 배정 시 인증 신청자와 심사원 간의 공평성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ㅇKS인증

에서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ㅇ자세한

내용은 해당 인증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심사원을 심사반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공평성 관리를 위한 내부 방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ㅇㅇ따라서

인증심사 시 기업의 요청에 따라 특정 심사원을 배정 또는 제외하는

등의 행위는 공평성 관리 방침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Part 5

< 인증 철회 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예시) >

ㅇㅇKS인증기관은

•KS인증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부속서C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예시 규정’
제24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1.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2. 갑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를 반환하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개시 이후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
심사를 받은 후에 철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인증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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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Ⅰ)
공장심사 절차 및 방법

32 공장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33 공장심사 시 참석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34 공장심사 준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5 현장심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하나요?
36 현장 입회시험이란 무엇인가요?
37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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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Ⅰ)

공장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인증심사원 2인이 해당 기업(공장)을 방문하여 KS인증심사기준 및 공장심사
보고서 33개 항목을 바탕으로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 공장심사 진행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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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시 참석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당 공장의 대표자와 관계 부서장이 심사 개시회의와 종료회의 시에 참석
하면 됩니다.
ㅇㅇ심사

개시회의는 심사원이 공장 전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

므로 경영책임자(대표이사, 공장장 등)를 포함하여, 전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
개시 회의
심사 관련
서류 준비 및 설명

심사원 주관으로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영방침 및
주요 관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심사진행 방법 등을 안내
기업 담당자가 심사 전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해 요청한 자료들을 심사원
에게 전달하고 세부 내용을 설명
기업 담당자와 심사원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실제 생산ㆍ품질관리 현황과
현장 작업자(담당자)의 업무 숙지 정도 및 수행력 등을 점검

현장 입회시험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결과값이 KS수준 이상이며,
과거 자체 시행한 품질검사의 평균값 허용범위 이내 여부 확인

중간 회의

기업 담당자를 제외하고 심사원 간에 회사현황 및 현장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전반적 기업 수준 및 향후심사 계획을 논의

서류 심사

KS인증시사기준 및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 부속서B)에 따라
현장심사 결과와 기업이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 판정

종결 회의
(심사결과 발표)

심사원은 기업에 심사항목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보고서를 전달하고 개선조치를 요청

개선조치 확인 및
최종 판정

인증기관은 심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장심사보고서
및 기업의 개선 조치 사실을 확인하여 공장심사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1.공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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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또한

종료회의 시에는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기업에 안내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개시회의 시 참석했던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심사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여 각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
사항을 지시하는 등의 활동 필요
Part 6

현장 심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대
 표자 및 공장장 등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S인증 심사 시 심사결과의 확인 등을 위해 경영책임자 및 담당자를 참석하도록
A. K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표자 및 공장장 등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결정)할
수 있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Q. 외
 부 컨설턴트 등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S인증은 해당 공장 및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 준비 시 외부 자
A. K
문인 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심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Part 6_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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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준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5

현장심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하나요?

공장심사 실시 전 ‘회사현황 설명서’, ‘생산관리 현황’, ‘사내표준’, ‘품질관리
담당자 증빙’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증기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주요 공정 및 설비 현황 점검,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사내표준 및 관리문서 내용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ㅇㅇ심사원은

ㅇㅇ기업은

Part 6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Ⅰ)

심사 당일 인증기업이 요청한 해당 자료들을 준비하여 심사원에게

전달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 공장의 준비 자료 예시 >
내용

회사 현황 설명서

회사개요, 회사연혁, 사내표준 목록, QC공정도,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QM추진현황(QM행사,
분임조, 제안, 교육실시 현황, 불만처리, 5S, 안전관리 등)

생산관리 현황 자료

공장일반현황, 제품재고 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 주요
자재관리 목록,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현황(외주
가공 업체 현황, 외부 시험설비 및 시험성적서 현황)

사내표준 관련 자료

회사 표준, 해당 KS표준 및 심사기준(최신 개정판)

품질관리담당자 증빙

국가 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또는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증, 근무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서류 등)

하고 제출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문서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주요 공정관리 실태(점검 기록표 등), 제조설비 및 시험ㆍ검사설비 보유 현황
점검
- 심사 대응 담당자를 제외한 일상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질의응
답 실시
ㅇㅇ이처럼

현장심사 결과는 향후 서류심사 및 종합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현장 점검 및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현장심사
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Part 6

구분

현장을 순회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품질 관리 현황 및 수준을 파악

※ 준비 자료는 인증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자주하는 질문 FAQ
Q. 기
 업의 기밀ㆍ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인증기관(심사원)은 인증심사 시 제공받은 자료 및 업무를 통해 습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 서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계약서에도 ‘비밀 유지 규정’을 두도
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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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외
 주가공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요 공정을 외주가공하거나, 외부 시험ㆍ검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은 위탁 업체 현황 확인을 위해 외부업체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할 경우 최대 3일까지 심사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art 6_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Ⅰ)

85

36

< 현장 입회시험 기록지(예시) >

Part 6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Ⅰ)

현장 입회시험이란 무엇인가요?

KS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이상 항목 중 한 항목을 정하여 현장시험을 실시
하고, 해당 결과가 사내표준 허용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이상 항목이란 KS인증심사기준의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에 따른 3가지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을 말합니다.

ㅇㅇ‘중결함’

ㅇㅇ해당

‘중결함’ 항목 중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원이 시험항목을 지정

하고, 기업 담당자가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ㅇㅇ현장

입회시험 결과값이 과거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의 평균치 내

에 있고,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한계값 이내인지 여부로 적합 여부를 판단합

< KS인증심사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결함 구분(예시) >

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결함구분

번호

제품 검사항목

1

겉모양

○

2

모양

○

3

치수

○

4

무게

○

5

기계적 성질

6

화학성분

7

표시

경결함

중결함

Part 6

- 사내표준에서 정한 기준값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정한 기준 이상으로 관리
되어야 합니다

치명결함

○
○
○

Q. 현
 장 입회시험이 불가능한 시험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A.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현장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Q. 과
 거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기록의 기간이란 언제를 말하나요?
A. 심사의 대상이 되는 실적 기간 동안의 품질관리 내역을 말하며, 인증심사는 3개월,
정기심사는 12개월 간의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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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Ⅰ)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궁금해요

?

ISO 9001 인증이란?
기업의 제품(서비스) 생산·관리 체계가 ISO 9001표준에 규정된 요
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인 인증기관이 심사 평가하여 인증해 주

ㅇㅇ해당

는 제도

ISO 9001 인증기업,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의 추가,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자가 1년 내 재신청한 경우 공장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ㅇ최초

※ISO 90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

< ISO 인증서 예시 >

인증심사 시 공장심사 항목 전체를 면제받으실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

전체 공장심사 항목 6개중 일부 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하는 경우 >
구분
ISO 9001 인증기업

면제 내용(면제항목)

비고
KS Q 8001 5.3.2

인증 받은 품목의
종류·등급·호칭
·모델 추가

6개 전 항목 중 3항목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면제’

시행규칙 [별표9]

제품심사 불합격에
따라 1년 내
KS인증 재신청

6개 전 항목 중 3항목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제조설비 면제’

시행규칙 [별표9]

인증 기업명

Part 6

6개 전 항목 중 1개 항목 ‘품질경영 면제’

•ISO 9001 인증기업의 경우 인증신청 시 ISO인증서 및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
합시정조치 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인증기관명 및 직인

Q. ISO/TS 16949 인증 기업도 공장심사 항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ISO/TS 16949 인증을 받은 경우, ISO 9001을 인증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
장 심사 시 품질경영관리 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1.공장심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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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Ⅱ)
공장심사 부적합
개선조치 절차와 방법

38 공장심사 판정기준은 무엇인가요?
39 공장심사 부적합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40 부적합 개선조치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41 부적합 개선조치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2 부적합 개선조치 확인 결과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8

Part 7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Ⅱ)

< KS Q 8001 부속서B ‘3. 공장심사 평가항목’ 예시 >

공장심사 판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장심사보고서 33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전 항목이 적합하여야 하며, 부
적합 항목 발생 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심사 및 문서심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KS
Q 8001~8003 부속서 공장심사보고서'의 33개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결과를 판정하게 됩니다.

ㅇㅇ인증심사원은

- 각 항목별로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을 내리게 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
합이 발생할 경우 공장심사에 부적합으로 판정
ㅇㅇ부적합

발생 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 인증기관에 적합 여부를 재평가받아야

하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장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판정합니다.

<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
전체 평가항목 수(핵심품질)
5 (1)
6 (1)
8 (1)
6 (2)
3 (1)
5 (1)
33 (7)

Part 7

심사사항
1. 품질경영
2. 자재관리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4. 제품관리
5.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6.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계

•공장심사보고서는 6개 분야 33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항목은 일반품질항목
과 핵심품질항목으로 구분
•핵심부적합은 ‘치명결함’, 일반부적합은 ‘경결함’ 항목으로 부적합 처분 및 개선조치 방법이
다르게 적용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1.공장심사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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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부적합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인증심사원은 종결회의 시 확인된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적은 ‘부적합
보고서’를 기업에 설명하고 이의 신청 및 조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하게 됩
니다.
ㅇㅇ부적합

< 부적합 보고서 양식 >

Part 7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Ⅱ)

부적합 보고서
회사명
(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심사 일정

조치 기한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일반 핵심
품질 품질

부적합 내용

담당
심사원

보고서에는 부적합이 발생한 공장심사 개별 항목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심사원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ㅇ확정된

부적합 보고서는 기업과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 향후 부적합 보고서

를 기준으로 개선조치 내용 및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결회의 시 부적합 확정 과정 >
① 부적합 보고서 작성

부적합 발생 항목 및 판정 사유를 문서로 작성

합계
기업 경영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부적합 내용 설명

③ 의견 수렴 및 조정

부적합 사항에 대한 이의 사항 및 의견 수렴

④ 부적합 보고서 확정

부적합 수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Part 7

② 부적합 내용 설명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최종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심사원ㆍ기업 확인 후 서명하여 확정

비고	공장심사보고서의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공
 장심사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원에게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을 제시하여 발견된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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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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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명)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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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양식 >

Part 7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Ⅱ)

부적합 개선조치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
(공장)
표준번호
(표준명)

소재지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심사 일정
담당자 성명

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ㅇ‘부적합

평가항목
번호

휴대전화
부적합 구분

이메일

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 문서 번호

일반 핵심
품질 품질

담당
심사원

개선조치 보고서’에는 요약사항을 기재하면 되며, 세부자료(부적합

발생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시정조치 결과 등)는 별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이 공장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
료하지 않을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인증을 재신청하여야

ㅇㅇ만약

합니다.
※ K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5.5(심사결과의 판정기준) 참조

< 부적합 개선 조치 로드맵(예시) >
① 부적합 사항 분석

부적합 항목의 내용, 발생 원인 등 분석 및 개선 계획 수립

② 개선 조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실시

③ 재발 방지

발생 원인 분석 결과를 반영한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및 시행
개선 사항에 대한 완료 여부 점검 및 효과 확인

⑤ 인증기관 보고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년 월 일
회사명(공장)

대표자

(인/서명)

인증기관장 귀하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부
 적합 개선조치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꼭 해야 하나요?
 S인증은 기업에 지속적인 품질경영 활동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 K
따라서 부적합 사항에 대한 단순한 개선조치 뿐만 아니라 부적합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치 대책 수립 등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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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적합

심사원

(인/서명)

심사원

(인/서명)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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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치 결과 확인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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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개선조치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증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확인하고, 부적합
항목의 적합 여부를 재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2

부적합 개선조치 확인 결과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기한(최초 공장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
라면 개선조치를 보완하여 인증기관에 다시 확인 요청하면 됩니다.
ㅇㅇ개선조치

ㅇㅇ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중 일반품질 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업이

제출한 개선조치 보고서 확인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 확인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ㅇ다만,

핵심품질 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조치 보고서 확인과 더불어

Part 7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Ⅱ)

확인 신청의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장

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개선조치를 완료하면 됩니다.
ㅇㅇ만약 1년의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K
 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5.4(부적합 보고서·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참조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
 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5.4(부적합 보고서·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참조

Part 7

자주하는 질문 FAQ
Q. 일
 반품질 항목 부적합 사항임에도 현장 확인심사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현장의 제조설비 확인, 현장 환경 및 배치 등 현장에서만 그 개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 확인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내표준 제개정 내역,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
심사를 통해 개선조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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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Ⅲ)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해설

43 공장심사보고서란 무엇인가요?
44 공장심사 평가항목의 주요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45 제안활동 또는 소집단활동이란 무엇인가요?
46 KS인증 기준에 적합한 자재란 무엇을 말하나요?
47 자재의 인수검사 결과 활용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48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49 설비윤활관리 담당자의 관리능력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50 제품 시험·검사 주기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51 시험·검사 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 체계 관리란
무엇을 말하나요?
52 시험·검사 설비 교정 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53 시험·검사 설비 중 한도견본이란 무엇인가요?
54 제품인증의 적합한 표시방법이란 무엇인가요?
55 작업장 환경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3

Part 8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Ⅲ)

44

Part 8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Ⅲ)

공장심사 평가항목의
주요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장심사보고서란 무엇인가요?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이 작성하는 심사평가 지침 및 결과 보고서로 공장의
일반현황, 평가항목 및 결과, 기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심사보고서 ‘3.공장심사 평가항목’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KS인증 요구사항의 구체적 평가 항목 및 기준을 규정

ㅇㅇ특히

KS인증심사기준의 주요 항목별 사내표준화 현황 및 실제 이행 여부를 중심
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ㅇㅇ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평가항목 점검을 통해 KS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ㅇㅇ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보고서에 정한 6개 분야 33개 항목별 세부

평가 내용 및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적합ㆍ부적합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 공장심사보고서의 구성 >
구분
1.공잠심사 현황

내용

비고

공장심사 개요 및 공장심사 결과 요약
공장의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생산실적
등 세부 운영 현황
공장심사 평가기준 6개 분야 33개 항목 및
평가 결과(적합여부를 “예, 아니오”로 표기)
기업의 주요 자재 현황 및 승인 내용 확인
서식

핵심 사항

5.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제품시험 의뢰 내역 확인 서식

기타 양식

6.부적합 보고서

공장심사 부적합 사항 확인 서식

기타 양식

2.공장의 일반 현황
3.공장심사 평가항목
4.자재관리 목록

기타 양식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주요 점검 사항

1. 품질경영

사내표준 제정 현황, KS보유 현황, 경영자의 품질경영 활동
(교육참여 등) 품질경영 조직체계, 제안 및 소집단활동 내역

2. 자재관리

주요 자재 목록, KS적합 자재 여부, 인수검사 규정 및 내역
(시험성적서 등)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주요 공정 및 설비 목록, 공정관리 내역(중간검사, 공정능력
지수, 작업자 이해도 등), 작업표준(한도견본 등), 설비윤활관리

4. 제품관리

제품 생산ㆍ관리 현황, 제품시험 주기 및 내역, 로트관리 현황,
제품시험 수행능력, 현장입회 시험

5.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시험ㆍ검사설비 목록 및 관리 내역, 검교정 주기 및 내역

기타 양식

•인증심사원은 KS인증심사 종료 후 인증기업의 현황 및 심사결과를 담은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보고
•인증기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적합 개선조치의 이행 및 완료 여부를 판단하여 공
장심사 적합ㆍ부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

102

구분(분야)

6.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 피해보상 규정, 표시사항, 안전·보건 환경, 교육현황(경영
자원 관리
간부, 품질관리 담당자 등), 품질관리담당자 근무 현황
•각 항목별 관리 규정, 목록 등이 사내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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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공장심사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제출 양식

< 공장심사 평가항목 주요 점검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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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활동 또는 소집단활동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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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기준에 적합한 자재란
무엇을 말하나요?

품질개선을 위한 사내의 모든 조직적 활동을 의미하며 예시로 사내 분임조
활동, TFT, 학습조직, 아이디어 제안 등이 있습니다.

사내표준에 규정된 인수검사 등을 통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의 품
질로 확인된 자재를 말합니다.

ㅇㅇKS인증

ㅇㅇ인수검사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제안활동이나 소집단활동을 통한 전사적 품

없다면 국제표준(ISO 등) 및 국내외 단체표준(ASME, ASTM 등)을 참조하면

질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ㅇ인증심사

시 관련 제안활동 또는 소집단활동 중 하나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동일분제
재발 반복

일차적 조치
현상회복

원
인
판
단

•작업자의 문제인지
•생산설비의 문제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공정자체의 문제인지

인수검사가 어려울 경우 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 기록 등으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개선 제안활동 로드맵 예시(안) >

문제발생시
작업자가 라인을
정지시킨다

됩니다.
ㅇㅇ자체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1.5 참조

문제
발생

시 한국산업표준(KS)의 시험검사 방법을 따라야 하며 해당 내용이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2.2, 2.3 참조

잦은 고장과
라인스톱으로
생산성 저하,
품질불안정

5WHY 기법
‘왜’를 5회 반복

자주하는 질문 FAQ

•1차적인 원인보다 ‘근본원인’을 제거한다.
•목표는 동일 원인에 의한 재발 방지이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인증심사기준)의 1.공장심사
‘나.자재관리의 2) 자재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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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응급조치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Q. 반
 드시 KS인증 자재를 사용해야 하나요?
A.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인수검사 및 자재 성능시
험을 통해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품질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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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인수검사 결과 활용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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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자재 인수검사 결과(성적서)를 분석하여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생산
공정을 변경하는 등의 품질 개선활동을 말합니다.

주요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진 경우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시 해당
외주가공 업체를 방문하여 공정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ㅇ품질관리담당자는

ㅇㅇ기업의

일정 주기를 정하여 자재의 합격률, 사용 중 자재 부적합률,

제품의 품질 특성치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자재 수급처 변경,
공정 개선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2.6 참조

< 자재 인수검사 결과 분석 활용 사례 >
자재명

항목

품질
기준

품질 수준
평균 표준편차 cpk

자율성 보장을 위해 주요 공정의 외주가공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

주가공 시에는 자체 보유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ㅇKS인증

심사 시 사내표준의 외주가공 업체 관리규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한국산업표준(KS)수준 이상으로 관리되는지를 점검
하고 있습니다.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3.1 참조

결과분석의 활용

A사 강열감량
3%
2.6
시멘트 압축강도 40 Mpu 60 Mpu

0.15

1.33
1.33

매우
안정

1)시멘트 실소요량
계산에 활용(배합
설계 시 강도 실행)

B사 강열감량
3%
3.6
시멘트 압축강도 40 Mpu 30 Mpu

0.78

0.87
0.87

매우
부족

2)공급업체 변경
검토

ㅇㅇ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시 최대 3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

니다

1) 입고된 자재의 품질특성(강열감량 3%)을 활용하여 생산공정에
2) 인수검사 시 부적합이 빈번하게 발생한는 자재의 공급업체는 공급처 변경 검토

Part 8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인증심사기준)의 1.공장심사
‘다.공정ㆍ제조설비 관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 요령 제25조(인증심사절차)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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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리 담당자의 관리 능력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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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험·검사 주기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설비관리 담당자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교육 기관에서
설비윤활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내표준에 시험ㆍ검사 주기를 정하되, 동종 업계에서 일반
적으로 관리하는 수준 이상으로 주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ㅇㅇKS인증심사

ㅇㅇ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시 관련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한 설비윤활 관리기록과 해당 설비

담당자의 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ㅇ이때

담당자의 설비기사, 설비기능사 등의 공인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설비관리 담당자의 능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3.8 참조

정기적으로 제품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보증·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ㅇ외부

시험ㆍ검사 설비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관리

를 실시할 경우에도 설비를 자체 보유한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4.1, 5.1 참조

Part 8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인증심사기준)의 1.공장심사
‘마.시험ㆍ검사설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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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 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 체계 관리란 무엇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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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 설비 교정 주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정기적 검교정을 통해 정확한 작동 및 표시 값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내표준에 교정 주기를 정하되, 일반적으로 한국인정
기구(KOLAS)에서 권고하는 교정 주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ㅇㅇKS인증

ㅇㅇKS인증

심사 시 시험ㆍ검사 설비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표준 소

급성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ㅇ여기서

교정 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확인하여 실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측정의 소급성이란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

서 국가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합
니다.
ㅇㅇ즉

심사 시 시험ㆍ검사 설비의 검ㆍ교정을 주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ㅇ이때

검ㆍ교정 주기는 설비의 교정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지난

검ㆍ교정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합

시험ㆍ검사 설비의 정밀도(정확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정을 실시

하여 정확한 측정 값(국가측정표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합

니다.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5.3 참조

니다.

< 교정주기 설정 예시 >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5.3 참조

< 저울 교정 예시 >
저울의
지시값(Kg)

분동값(Kg)

보정값(Kg)

10

9.8

-0.2

20

19.6

-0.4

분류번호

소분류명

교정용 표준기

정밀 계기

10620

용접 게이지 (Welding gauges)

-

12개월

확장불확도
(CL 약 95%, K=2)
0.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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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을 통해 확인된 보정계수를 측정값에 반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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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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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설비 교정 주기 알아보기
ㅇㅇ한국인정기구(KOLAS)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측정기기를 가장 보편적인 상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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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 장비 중 한도견본이란
무엇인가요?

서 사용하였을 때의 표준 교정 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ㅇㅇ‘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www.kolas.go.kr) - 교정 주기 검색’을 참조하여 시험·

검사 설비의 교정 주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

최저 품질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견본을 말하며 인간의 감각과 관련된
시험·검사 항목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시험·검사 표본을 말합니다.
ㅇㅇ제품의

시험·검사항목 중 인간의 감각(시각, 미각, 청각, 후각 등)과 관련한

항목이 있는 경우 판단 기준점이 되는 한도견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도금제품 외관검사, 광택, 색조검사 등 수량적 측정이 불가한 항목
ㅇㅇ모든

인증 품목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KS인증심사기준의 ‘마.시험·검사설비

의 관리’ 상에 겉모양 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한도견본을 제작 비치하면 됩
니다.
예)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KS M 3808)의 겉모양 검사설비로 한도견본 지정

< 외관검사 한도견본 예시 >
< 교정주기 검색 예시 >

Par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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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의 적합한 표시방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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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환경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KS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표시의 방법’에서 규정한 KS마크, 인증번호,
제조자명 등에 대한 표기방법을 말합니다.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모든 작업장 환경 개선 활동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3정 5S 활동이 있습니다.

ㅇㅇKS인증을

ㅇㅇKS인증

받은 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의 규정에 정해진
표시방법에 따라 제품 및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ㅇㅇKS인증 마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KS인증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6.2 참조

< LED 등기구(KS C 7653) KS인증심사기준의 표시방법(예시) >

심사 시 작업장 환경관리에 관한 사내표준 제정 여부와 관리 활동

내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작업장 환경에 대한 관리 대상, 방법,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의 규정 및 현
장 확인
※ 공장심사보고서(KS Q 8001의 부속서B)의 3.공장심사 평가항목 6.2 참조

3정 5S 활동을 기본으로 전사적 자산관리(TPM) 등의 종합 보전·
개선활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ㅇ일반적으로

- 3정 5S란?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Part 8

자주하는 질문 FAQ
Q. 신규 인증심사 준비 시에도 KS마크를 표기해야 하나요?
A. 최초(신규) 인증심사 시에는 인증을 취득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품에 KS인증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내표준의 표시사항 규정을 확인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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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3정 5S 활동 표어나 절차서 등의 자료를 받고 싶어요.
 정 5S 자료는 KSA ‘TPM센터(www.tpm.or.kr) - 고객마당 - 자료실’에 접속
A. 3
하면 다양한 품질관리활동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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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Ⅳ)
제품심사 절차 및 방법

56 제품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57 공장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제품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58 제품심사 시험 내용과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59 기업의 자체 설비로 제품심사를 할 수 없나요?
60 제품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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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이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샘플링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게
됩니다.

57

공장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제품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없으나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품심사를 위한 시
료 채취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ㅇ인증심사원은

< 제품심사 진행 순서 >

Par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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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심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향후 공장심사에 적합하게 개선될 경우 재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 제품 시료 채취를 위한 재방문 시 관련 심사수당 추가 발생(0.5일 기준)

재고 확인

해당 제품의 제품시험 및 샘플링 가능한 적정재고 보유 여부 확인
(재고부족 등으로 시료채취 불가 시 심사 불가 통보 후 심사 종료)

시료 채취

기업 담당자 입회하에 KS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된 샘플링 기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심사원이 서명 날인하여 봉인

시험 의뢰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시험 의뢰

시료 운반 및 접수

시험 진행

시험결과 통보

ㅇㅇ다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장심사 부적합 사항

을 개선한다는 동의 후 제품 시료를 채취하고 제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원은 기업에 품질시험의뢰서 및 봉인된 시료를 전달하고 해당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운반ㆍ접수하도록 협조 요청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

시험 종료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인증기관에 통보

자주하는 질문 FAQ
Q. 제품심사에는 합격했지만 공장심사 부적합 항목 개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장심사 부적합 항목 개선조치 기간 내 개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 불합격 처리되며,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2.제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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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인증업무절차)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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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심사 시험 내용과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

KS인증심사기준을 통해 제품시험 내용 알아보기 예시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KS인증심사기준 >

해당 품목별 KS인증심사기준의 ‘사, 아’ 항목을 확인하면 제품심사 합부 결
정의 기준이 되는 검사항목과 판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ㅇKS인증심사기준에서는

해당 품목의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항목별 시험
대상, 합부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
 사항목: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또는 ‘아.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의 제품 검사 항목
-시
 험대상(샘플링):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의 로트 크기 및 비고
-판
 정기준: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의 시료의 크기(n)과 판정기준
(Ac, Re)
*Ac(accept) 합격 허용치, Re(reject) 불합격 상한치를 의미
ㅇㅇ이외

시험항목별 세부 시험방법 및 기준값은 해당 품목의 한국산업표준(KS)

을 확인하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의 KS인증심사기준 ‘아. 제품
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에 따른 제품시험 검사항목은 총 7개

ㅇㅇ검사항목:

ㅇㅇ시험대상(샘플링):

시험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샘플링 대상(로트의 크기)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2.제품심사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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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 시료 3개(시료의 크기 ‘n’)를 시험했을 때 Re(부적합)이
1건이라도 발생하면 불합격

ㅇㅇ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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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종류별 호칭의 최대 최소 치수 제품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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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체 시험설비로
제품심사를 할 수 없나요?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료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품의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장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0

제품시험을 면제받을 수 없나요?

시험이 3개월 이상 장기 소요되거나, 2년 이내 다른 법정인증을 받은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ㅇ다음

ㅇㅇKS인증

시 제품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자인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ㅇㅇ다만,

시료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서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 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 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2.제품심사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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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

목의 품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인 경우
ㅇㅇ해당

시험성적서는 인증 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 시험·검사기

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Part 9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Part 9
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Ⅳ)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2.제품심사 ‘나’목
Part 9_KS인증 최초 인증심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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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업의 의무와
사후관리 심사 개요

61 KS인증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2 KS인증기업이 받아야 하는 사후관리 심사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요?
63 사후관리 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사하나요?
64 사후관리 심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5 사후관리 심사 부적합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Part 10
KS인증 유지·관리(Ⅰ)

KS인증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➍ 기타 의무
•법규 및 표준 준수의 의무: 법령 및 KS표준·인증심사기준에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시의무: KS인증마크 사용 시 법령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정한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ㅇ인증받은

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KS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사후관리를 받을 의무, 변경내용의 신고 의무,
문서관리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인증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ㅇKS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표준화법령 및 ‘KS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KS Q 8000 Series)’에서 규정한 아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➊ 사후관리 심사를 받을 의무
•인증기업은 정기심사(매 3년 또는 매 1년, 공장이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
사후관리(시판품조사, 현장조사,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➋ 변경내용 신고 의무: 인증받은 자는 인증과 같은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사실
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에 신고(보고)하여야 합니다.
•공장(사업장) 이전, 제조(서비스제공)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10일 이내)
•인증받은 품목의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3개월 이내)
•인증업체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1개월 이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자재관리 목록이 변경될 경우
➌ 문서 비치·보존 의무: 인증받은 자는 다음의 문서를 3년간 비치 및 보존해야
합니다.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 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정기심사 등)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4조(자료제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5조(문서의 비치·보존)
※ 이외 KS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KS Q 8000 Seri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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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업이 받아야 하는 사후관
리 심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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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사하나요?

KS인증기업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3년 또는 1년)를 받아야 하며,
이외 사후관리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증심사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절차·방법을 준용
하여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ㅇKS인증

ㅇㅇ인증기관이

기업은 정해진 주기마다 인증기관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
 상 인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매년 정부가 고시하
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의 경우 매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공장을 이전할 경우 공장이전일로부터 45일 이내 정기심사로서 공장이
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ㅇ이외

비정기 특별 사후관리로 정부가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인증기관의 특별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3년, 1년 주기 공장심사, 공장이전심사)에서
는 공장심사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현장조사 시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시
험 모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
 련 법령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 및 공장이전심사 시에는 공장심사 항
목 중 일부를 생략·면제할 수 있습니다.
ㅇㅇ정부의

-비
 정기 특별 사후관리는 정기심사와 달리 별도의 신청 철차가 필요 없으며,
KS인증 제품에 대한 민원 발생, 생산공정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합니다.

< KS인증 사후관리심사 내용 >
시행 주체

인증기관

정부

종류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공장이전심사

종류
정기심사(3년)

< KS인증 사후관리 심사 종류 >
시행 주체

시판품조사에서는 제품심사를, 현장조사 시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주기
3년
1년
공장이전 후
45일 이내

1년 주기 공장심사

신청·실시 방법

법적 근거

KS인증기업이
해당 인증기관에
직접 심사 신청

산표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6조

특별현장조사

필요시

인증기관이
계획 통보

KS Q 8000
Series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필요시

연중 불시 조사

산표법 제20조

인증기관

공장이전심사
특별현장조사

정부

내용

비고
•1년 주기 공장심사는 정부 고시로
공장심사 항목 일부 면제 가능
공장심사
•공장이전심사 시에는 공정·제조
설비, 제품관리 항목만 심사
공장심사 및 •필요시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
제품심사
중 일부만 실시 가능

시판품조사

제품심사

현장조사

공장심사

•필 요시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
함께 실시할 수 있음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시판품조사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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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심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심사를 받지 않거나, 비정기 특별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ㅇ정해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납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S인증서 상에는 정기심사 기한이 명기되어 있으며, 정기심사 완료 시 내용
을 갱신하여 재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ㅇ이외

Part 10
KS인증 유지·관리(Ⅰ)

사후관리 심사 불합격에 따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①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 등의 경우 ‘기업 자율개선 조치 처분’을
②정부의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표시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기(기한) 내에 정기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

-인
 증기관은 인증기업이 정기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청문을 보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ㅇㅇ또한

6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

ㅇㅇ인증기관으로부터

‘기업 자율개선 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부적합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보고·확인
받아야 합니다.
ㅇㅇ정부로부터

행정처분 명령은 받은 경우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개선 시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 및 정부의 사후관리 심사 결과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치명결함 등의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ㅇㅇ다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최소)
•산업표준화법 제36조(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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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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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1

KS인증
유지·관리(Ⅱ)
정기심사(3년)의
진행 절차 및 방법

66 정기심사(3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7 정기심사(3년) 대상 여부 및 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68 다
 수 품목을 인증받은 경우 품목별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69 정기심사(3년) 평가 항목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70 정기심사(3년)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71 정기심사(3년)에서 부적합 개선조치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72 정기심사(3년)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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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3년) 대상 여부 및
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증기업은 정기심사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인증기관에 정기심사를 신청
하여야 하며, 심사는 최초 인증심사의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최초 인증 시에는 최근 3개월 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나
정기심사 시에는 최근 1년 이상의 기록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ㅇ다만,

-이
 외 정기심사 비용(신청비, 심사수당, 출장비 등) 또한 최초인증심사 심사비와
동일하게 계산 적용되며 심사일수만 일부 축소 적용[Q10, Q11 참조]

Part 11

정기심사(3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7

보유하고 있는 KS인증서 하단에 표기된 ‘차기심사 완료기한’을 확인하여
해당 날짜 이전까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자(기업)는 최초 인증일로부터 매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ㅇ관련

ㅇㅇ정기심사

대상 여부 및 심사 기한은 인증기관에 문의하거나 발급받은 KS인증

서 하단에 표기된 ‘차기심사 완료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 KS인증 정기심사 절차도 >
인증기업
신청서 작성

인증기관
제출
보완요청

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심사준비

계획통보
심사비 납부

개선보완

부적합 통보

부적합 통보

접수
검토
심사계획 수립
공장심사 및 보고서작성
검토
인증위원회 심의
적합

인증서 재발행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14호 서식(정기심사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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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3
 년 정기심사 기한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기만 하면 되나요?
A. 정기심사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공장심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즉, 인증기관에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시점이 아닌 실제 공장에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기심사 기한 초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6조(인증서 발급)
Part 11_KS인증 유지·관리(Ⅱ)

135

68

Part 11
KS인증 유지·관리(Ⅱ)

3년 정기심사 기한이 각각 다른 여러 품목의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가장 빨리
정기심사 기한이 도래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rt 11
KS인증 유지·관리(Ⅱ)

정기심사(3년) 평가 항목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Part 11

다수 품목을 인증받은 경우 품목별로
정기심사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69

정기심사(3년)에서는 최초 인증심사 시와 동일한 평가방법 및 절차로 공장
심사를 실시하며, 제품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인증심사 시 실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KS Q 8001~8003 부속서
공장심사보고서’의 33개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결과를 판정하게

ㅇㅇ최초
ㅇㅇ정기심사

기한이 다른 여러 품목의 심사를 일괄하여 받은 경우 이후의 정기

심사 주기는 해당 일괄 심사일로부터 매 3년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됩니다.
-공
 장심사 평가항목에 모두 적합할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기업에 합격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갱신된 인증서를 재교부

예시
인증품목A(정기심사 기한 2018년 7월 30일), 인증품목B(정기심사 기한 2019년
11월 30일)의 두 품목을 2018년 7월 30일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두
품목의 차기 심사일은 A품목의 심사 주기에 따라 2021년 7월 30일로 재산정

자주하는 질문 FAQ
Q. 다
 수 품목의 인증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같은 날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인증기업의 선택에 각 품목별로 각각 정기심사를 받거나, 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
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품목 일괄심사는 기업 편의를 위한 제도로 기업의 실정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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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다만

해당 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항의 개선 여부 확인, 민원발생 등의 품질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품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KS Q 8001)의 9.8 참조

자주하는 질문 FAQ
Q. 정
 기심사에서는 공장심사만 진행하고 제품시험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 건가요?
A. 비록 정기심사에서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인증기업이 보유한 제품 품질관리
실적(자체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및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제품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입회시험이 불가능한 시험항목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시험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Part 11_KS인증 유지·관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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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3년)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심사 ①일반품질 항목 부적합 시 개선조치 처분만 내려지지만, ②핵심
품질 항목 부적합일 경우에는 개선조치 완료시까지 KS인증 마크 표시를 사
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법 및 확인 절차는 최초 인증심사 시와 동
일하게 적용되나, 개선조치 기한은 통상 90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ㅇㅇ공장심사

ㅇㅇ일반품질

결과 핵심품질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적합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인
 증기관은 공장심사 종료 후 부적합 보고서를 인증기업에 전달하게 되며,
핵심 부적합이 발생된 경우 그 익일부터 KS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KS Q 8001)의 9.4 참조

-다
 만 일반품질 부적합 시에도 개선조치 보고서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충분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차 45일, 2차 45일 이내에 서류제출 또는 확인심사를
거쳐 개선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ㅇㅇ개선조치

< 정기심사 부적합에 따른 조치 >
구분

부적합의 경우 개선조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품질

부적합의 경우 개선조치 보고서 및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 사항

비고

일반품질 항목 부적합

기업 자율 개선조치

핵심품질 항목 부적합

기업 자율 개선조치 및
KS인증 마크 표시정지

기간 내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에
확인받아야 함

•KS Q 8001의 부속서 B의 공장심사보고서에 따라 총 33개 항목(핵심품질 7개, 일반품질
26개)에 대하여 적부제 방식의 심사 실시

-다
 만, 위 사항은 인증기관이 자체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대처하기 바랍니다.
※ 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KS Q 8001)의 9.4~5 참조

< 정기심사 부적합 개선조치 방법 및 기간 예시 >
평가 항목

1차

일반품질

서류제출(45일 이내)

핵심품질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
(45일 이내)

2차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
(45일 이내)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
(45일 이내)

3차
인증취소
인증취소

자주하는 질문 FAQ
Q. 핵
 심품질 부적합을 개선할 경우 언제부터 다시 KS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나요?
A. 인증기관이 해당 핵심품질 부적합 사항이 개선조치 완료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
인한 시점부터 다시 KS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인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인증기관 심사원이 핵심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보고서 및 현장확인을 완
료한 시점부터 KS인증 마크 표시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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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3년)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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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품질상(KNQA: Korea National Quality Award)이란?
ㅇㅇ국가품질상은

품질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제도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혁신과 관련한 정부 포상(표창 등)을 받은 경우 수
상일로부터 처음 도래하는 시기의 정기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ㅇ포상이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한 면제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인증심사 신청은 하여야 하며,

이때 포상과 관련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비스 KS인증은 정기심사(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중 일부(서비스심사)
만 면제
ㅇㅇ이때

포상을 받은 자(사람 또는 법인)에 따라 적용 범위(해당 공장 또는 전체

회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정기심사 면제 대상 포상 예시 >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국가품질경영 유공 등 포상요

령’을 공고하고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단체 및 공로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품질상 종류와 대상 >

함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장관으로부터 받은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ㅇㅇ포상에

ㅇㅇ산업통상자원부

부문

선정 기준 및 내용

국가품질경영상 수상 후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매우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국가품질
기업·공공기관·단체 등
대상

- 세부분야 : 제조(대), 제조(중견), 제조(중소), 공공, 서비스, 의료,
교육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을 추진하여 품질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국가품질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공공기관·단체 등
 부분야 : 제조(대), 제조(중견), 제조(중소), 공공, 서비스,
국가품질 경영상
-세
의료, 교육
경영유공
(단체)
보유한 자원을 환경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특정한 분야
에서의 품질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공공기관·단체 등
국가품질
 부분야 : 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고객만족,
-세
혁신상
인재개발, 명품창출, 품질경쟁력혁신,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혁신
서비스
품질
우수상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혁신 활동으로 서비스품질이 우수한
기업·공공기관·단체 등

국가품질
품질경영
경영유공
품질경영 성과 창출 및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유공자
(개인)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분임조
국가품질명장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 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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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임조,
제안자
분임조 및 품질혁신 활동이 우수한 현장 추진자
품질경영 활동이 활발하여 우수한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공공기관·단체 등
Part 11_KS인증 유지·관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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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1

정기심사(3년)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궁금해요

PART 12

KS인증
유지·관리(Ⅲ)
1년 주기 공장심사
내용 및 절차

73 1년 주기 공장심사란 무엇인가요?
74 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차이는?
75 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가 중복될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76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77 1년 주기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차년도 정기심사를
면제해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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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기 공장심사’란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운영 개요
ㅇㅇ국가기술표준원에서

소비자단체, 인증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정회의 및 타당성 검토ㆍ심의를 통해 매년 초(1~3월)에 최종
확정 고시

기업은 매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매
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연도별 대상 품목 지정 현황 >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품목 수

91

89

85

79

75

75

87

82

65

ㅇㅇKS인증

ㅇㅇ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최종 선정된 품목

은 매년 초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을 통해 고시ㆍ공고됩니다.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확인하기
ㅇㅇ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①소식’ → ‘②고시·공고’

→ ‘③1년 주기 공장심사’ 검색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➊K
 S인증을 취득할 경우 타법에서 정한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 또는 형식
승인이 면제되는 품목
➋K
 S인증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품목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 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2](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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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품목 중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서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 고시하여 매년 정기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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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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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3년)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에 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가 중복될 경우 정기심사
(3년)만 받으면 됩니다.

ㅇㅇ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장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ㅇ정기심사(3년)의

전체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심사(3년)와 달리 1년 주기 공장심
사는 매년 정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일부 대상 품목을 인증받은 기업에 한하

ㅇㅇ정기심사(3년)의

ㅇㅇ다만,

주기가 도래한 해에 해당 품목이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 처리됩니다.
주기 순환은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지정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1년 주기 공장심사에 우선하여 실시됩니다.

여 실시되며, 품목이 지정된 후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 비교 >
구분

정기심사(3년)

대상

인증을 받은 모든 품목

인증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시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완료
최초 인증심사 시의
절차·방법
절차·방법 준용
평가항목
공장심사(33개 평가항목)
•일반품질 부적합: 개선조치
부적합
•핵심품질 부적합: 개선조치 및
처분
표시정지
개선조치
90일 이내 개선조치 보고서
방법
및 현장조사
주기
기한

면제 대상

산업표준화 등에 관한 정부 포상

1년 주기 공장심사
매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품목
매년 실시
해당 년도 내에 완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산업표준화 등에 관한 정부 포상
•합격한 그 다음해 1회
(연속 지정된 경우)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 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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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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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은 동일하나 대상 기업(전체 ↔ 지정 고시)과
심사 주기(3년 ↔ 1년) 등 일부 내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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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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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기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차년도 정기심사(3년)를 면제해 주나요?
1년 주기 공장심사에 합격하여도 차년도 정기심사는 면제되지 않으며, 정
기심사(3년)에 합격한 경우에도 다음 해의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정기심사(3년)의 심사 면제사항과 동일하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혁신에

ㅇㅇ1년

관련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기 공장심사 연속지정에 따른 심사면제 제도는 정기심사(3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법령에 따른 분류상 1년 주기 공장심사도 정기심사의 일종에 해당하여 정기
심사의 포상 면제 규정 적용 가능[정기심사의 면제 관련 Q72번 참조]

-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으로 2년 연속 지정될 경우 전년도 심사에서 합격
되면 그 다음해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

②1
 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2년 연속하여 지정되는 경우 전년도 1년
주기 공장심사에 합격하였다면 그 다음해의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하여

< 1년 주기 공장심사와 정기심사(3년) 적용 예시 >

주고 있습니다.
 - 단, 전년도의 1년 주기 공장심사에서 핵심품질 항목 부적합이 있었을 경우에
는 제외

2015

2016

2017

2018

지정

지정

지정

지정

심사 내용

1년 주기
공장심사

➊3년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심사 결과

합격

합격

합격

면제 여부

면제권 발생

➋면제권 소멸

면제권 발생

연도
1년 주기 공정심사
대상품목 지정 여부

➌면제

➊ 같은 해에 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가 중복될 경우 정기심사(3년)만 실시
➋1
 년 주기 공장심사를 연속해서 받지 않으므로 면제권 소멸되고, 정기심사(3년) 합격에 따른
면제권은 발생되지 않음(면제권은 유예되지 않음)
➌ 다음해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연속 지정되어 심사에 합격할 경우 차년도 심사
면제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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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표준화 등에 관한 정부 포상을 받은 경우, ②1년 주기 공장심사에서
합격하고 다음해 다시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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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유지·관리(Ⅳ)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특별현장조사

78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란 무엇인가요?
79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80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부적합할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81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82 특별현장조사란 무엇인가요?
83 특별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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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실시하는 사후관리 제도로 ①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②인증받은 자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말합니다.
ㅇㅇ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Par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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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정부는 매년 품질 우려가 있는 품목(기업)을 선정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회적 이슈 등이 발생할 경우 상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인증 제품의 품질

시할 수 있습니다.
① 시
 판품조사: 시중에 판매 유통 중인 KS인증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시험 실
시(단, 시중에서 제품 수거가 어려울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
채취 가능)

매년 초 불량 KS인증 및 품질 우려 제품(기업)을
선정하여 시판품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ㅇ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 지자체 및 조달청, 소비자 단체,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를 실시하고, 관련 민원 접수 품목을 종합하여 시판품조사 대상 품목(또는 기
업)을 선정

②현
 장조사: 인증받은 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심사 실시
및 현장조사는 관련 공무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원기관 심

ㅇㅇ이외

민원, 언론보도 등이 발생한 이슈 품목(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상을

추가하여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
 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실시 절차·방법 등은 최초 인증심사 시 실시하는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관련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

자주하는 질문 FAQ
Q. 시
 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시판품조사는 인증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심사(제품시험)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는
해당 공장에 대한 공장심사(KS Q 8001에 따른 공장심사보고서 평가항목 33개)
를 실시합니다. 필요시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시판품조사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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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Q. 시
 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업체와 일정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는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상 업체
및 실시 계획 정보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의 긴급성·기밀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인증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기업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Part 13_KS인증 유지·관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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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

ㅇㅇ시판품조사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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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부적합할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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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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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
지며, 필요할 경우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 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ㅇ시판품조사

ㅇㅇ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
시판품조사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경결함 항목일 경우
시판품조사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중결함 항목일 경우
현장조사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
일반품질 항목 부적합할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처분기준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무거운 처벌기준 적용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벌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대상 인증 제품이 공공의 안전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 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음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취소)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의2](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 소
 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KS인증 제품이 상시 모니터링되고 있다
는 사실을 기업에 인지시켜 KS인증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촉구
ㅇㅇ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관련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공

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업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현장조사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핵심품질 항목 부적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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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인증 제품이 실제 소비 유통될 때의 품질 수준을 체크하여 품질 수준이
상시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함으로써 KS인증 신뢰성을 유통 제품과 시스템
을 통해 확인 관리

표시정지 3개월 및 표시정지 6개월 및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판매정지 6개월 판매정지 6개월
개선명령

사후관리 심사의 하나로 KS인증 기업은 사후관리 심사를 받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시
 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협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주문자 생산방식 제품으로 재고가 없거나, 일시적 휴업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
한 경우처럼 불가피하게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협조가 어려울 때에는 관련
사유 및 증빙과 함께 향후 조사가 가능한 일정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Part 13_KS인증 유지·관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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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결함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외 인증기관에 해당 기업의 인증을

및 현장조사는 소비자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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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장조사란 무엇인가요?

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 우려 및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 등이 필요할 때 인
증기관이 실시하는 비정기 사후관리 심사를 말합니다.
인증받은 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별현장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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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두 조사는 주체(인증기관 ↔ 정부)와 비용부담 대상(인증기업 ↔ 정부) 등이
다를 뿐 인증 제품의 품질 점검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사후
관리 제도입니다.

ㅇㅇ인증기관은

정부가 아닌 인증기관이 KS Q 8001/8002/8003 및 기업과의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비용을 인증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ㅇ특별현장조사는

※K
 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9.8(특별현장조사) 참조
ㅇㅇ특별현장조사를

공장에 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별현장조사의 실시 절차·방법 등은 최초 인증심사 시 실시하는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특별현장조사 실시 요건 >
➊ 불량 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➋ 민원 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 신청 포함)
➌K
 S Q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이 품질
시스템 이행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➍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➎ 인증 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➏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
지 않은 경우
➐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정지, KS마크 표시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➑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 확인
이 필요한 경우
➒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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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비교 >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인증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구분

특별현장조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근거

KS Q 8001/8002/8003 및
인증기관과 기업 간의 계약 관계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주체

인증기관

정부

심사반

인증심사원

공무원 또는 지원기관 심사원

심사방법

•제품: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제품: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서비스: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서비스: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비용부담

인증기업

정부 예산

심사주기

불시

불시

자주하는 질문 FAQ
Q. 특
 별현장조사 비용을 인증기업이 부담해야 하나요?
 인증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과 인증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특별현장조
A. KS
사와 관련한 심사비, 제품시험비 등은 인증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 이행 사실의 확인, 제조중단 사실의 확인 등과 같이 인증기업에 귀
책 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외 단순 민원 요청에 의한 사실 확
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Part 13_KS인증 유지·관리(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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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습니다.

PART 14

KS인증 유지·
관리(Ⅴ)
기타 심사 및 보고 의무
(공장이전심사, 지위승계,
양도양수 등)

84 공장을 이전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85 공장이전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게 되나요?
86 공장이전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해 정기심사(3년)
등을 또 받아야 하나요?
87 KS인증기업의 지위를 승계(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88 KS인증기업의 지위를 승계(양도양수)한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89 주요 자재관리 목록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0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1 KS인증 제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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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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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게 되나요?

공장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심사 신청서 등을 인증기관에 제출
하고, 45일 내에 공장이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이전심사 시에는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①공정·제조설비, ②제품관리
에 관한 항목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ㅇㅇ인증기관은

ㅇㅇ공장이전심사

공장 이전 사실을 통보받으면 변경된 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

시에는 공장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기술적 생산 조건의 변경

증서를 재교부하고 45일 이내에 공장이전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유지 여부를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됩니다.
※ 공장이전심사 실시 절차·방법 등은 최초 인증심사 시 실시하는 공장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공장이전 보고시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신청서

내용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이전심사 신청서)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이전심사 신청서
•KS 인증서 원본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500㎡ 이상 공장 필수)

Part 1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심사 기한 45일을 초과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ㅇ만약

< 공장이전심사 보고서 평가항목 >
비고

※KS인증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표준
(KS Q 8001) 9.7
공장이전심사 참조

심사사항

전체 평가항목 수(핵심품질)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8 (1)

4. 제품관리

6 (2)

계

14 (3)

•KS인증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표준(KS Q 8001) 9.7 공장 이전 심사의 내용에 따라
부속서B 공장심사보고서 중 일부 항목만 심사

자주하는 질문 FAQ
Q. 공
 장이전심사 완료 전 KS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나요?
A. 공장 이전 신고 후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때부터 공장이전심사까지 당연히 KS마크를
부착하여 생산·판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4조(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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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자주하는 질문 FAQ
Q. 공
 장이전심사 시에도 3개월 생산 실적을 보유해야 하나요?
A.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장이전
심사의 경우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을 마친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실적을 보기 때문에 3개월 미만이어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Part 14_KS인증 유지·관리(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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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심사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해
정기심사(3년) 등을 또 받아야 하나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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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업의 지위를 승계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공장이전심사를 받은 후 정기심사(3년) 또는 1년 주기 공장심사가 같은 해에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심사는 면제되어 받지 않아도 됩니다.

KS인증 받은 공장을 ①포괄적 양도양수, ②상속, ③합병 및 법인 전환할 경우
KS인증에 대한 지위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ㅇ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이후 정기심사(3년) 주기는 이전심사

ㅇㅇ인증기업의 보고 의무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지위 승계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청 서류 >
예시
•인증품목A(최초 인증일 2016년 7월 30일)를 인증받은 후 공장을 이전하여 공
장이전심사(2017년 10월 30일)에 합격한 경우 차기 정기심사(3년) 기한은 공
장이전심사 합격일로부터 3년 뒤인 2020년 10월 30일로 변경
•또한 공장이전심사를 받은 2017년 받아야 할 1년 주기 공장심사도 면제 처리

첨부
서류

•KS 인증서 원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을 양수한 경우 공증을 요함)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속받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대표자 변경 등)
•기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설비 명세서 등)

비고
※KS인증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표준(KS Q
8001) 9.9 지위
승계의 신고 참조

자주하는 질문 FAQ

자주하는 질문 FAQ
Q. 공
 장을 이전할 예정인데 정기심사 기한이 임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장 이전이 확정된 경우 인증기관에 공문으로 사유서 및 증빙을 제출하여 정기
심사를 유예 받은 뒤 향후 공장 이전을 완료한 후 공장이전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공장 이전 완료일이 정기심사 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유예할 수 없으며, 공장이전이 취소될 경우 그 즉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정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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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
 수 품목의 KS인증을 받은 경우 일부 품목을 분리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A. 인증받은 품목 및 종류 등급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의한 KS인증 기업의 지위승계는 KS인증을 받은 자가
당해 품목의 제품 생산 공장의 인력 및 제조·검사설비 등을 인증 당시의 상태
로 포괄 승계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폐
 업 또는 부도 공장을 양도양수할 수 있나요?
 S인증업체의 부도 등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인증 취소가 되지
A. K
않으르모 최종 폐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KS인증의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기관은 필요할 경우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인증업
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인증취소 대상이 되므로 해당 KS인증은 양도양수(지위승계) 거절 또는 취
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Part 14_KS인증 유지·관리(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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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지위승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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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업의 지위를 승계(양도양수)
한 경우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지위승계를 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인증서를 재교부해 드립니다.
ㅇㅇ다만

지위승계 외 공장 이전 등의 KS인증과 관련한 기술적 생산 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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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재관리 목록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요 자재관리 목록이 변경될 경우 그 즉시 변경된 자재 목록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사항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ㅇ최초

인증심사 시 인증기관에 자재관리 목록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심사를 받아

받아야 하며 제조기술의 개발 등에 따라 자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ㅇ제출된

자재관리 목록은 반드시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

ㅇㅇ만약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
 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
한 경우 해당 제품(품목)이 KS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
※ K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8.3(주요 자재 변경) 참조

자주하는 질문 FAQ
Q. 대
 표자 변경 시에도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받을 필요없이 관련 자료를 인증
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으면 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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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Part 14_KS인증 유지·관리(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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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 주요 자재 목록의 관리 현황 및 적격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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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받은 품목의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증빙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91

KS인증 제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개월 이상 인증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조중단 보고
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ㅇ제조중단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할

ㅇㅇ인증기관은

수 있습니다.
※ K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9.12(KS가 개정된 경우 조치) 참조

ㅇㅇ인증기관은

제출(증빙) 서류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 등

인증서 및 재발급 신청서

성능, 시험방법 등

시험성적서

시험·검사설비 등이 변경

설비구입·계약 관련 서류

표시사항

인쇄물 또는 사진

비고
표준이 상향 개정되어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기관 또는
지방청에서 발급한 성적서
필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승인을 거쳐 제조중단 기간

동안에 정기심사 등을 유예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조중단 보고를 한 기업이 중단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생산을 재개할 경우 인증기관에 재개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합
니다.
-제
 조중단·재개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위반할 경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자주하는 질문 FAQ
Q. 제
 조중단은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 제조중단 보고의 기한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조
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4조(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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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보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ㅇ만약

<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 사항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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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5

KS인증 추가
변경
품목·종류 등급 추가,
인증기관 변경 등

92 KS인증기업이 품목을 추가 인증받는 경우 어떤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93 이미 인증받은 품목의 종류·등급 등을 확대할 수 있나요?
94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95 인증기관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96 인증기관 변경심사를 받을 경우 차기 정기심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97 인증기관을 변경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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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기업이 품목을 추가 인증
받는 경우 어떤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해당 품목에 대한 최초 인증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ㅇKS인증기업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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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증받은 품목의 종류·등급
등을 확대할 수 있나요?
이미 인증받은 품목의 종류·등급·호칭·모델의 범위를 추가(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항목에 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품목)과 다른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신규 인증 신청으로 간주되어 최초 인증심사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ㅇㅇKS인증은

품목 단위 인증으로 개별 KS인증 품목의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K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8.1(품목 추가) 참조

ㅇㅇ인 증기관은

아래 표와 같이 추가(확대)를 요청한 종류ㆍ등급ㆍ호칭

ㆍ모델의 생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항목을 심사하게 됩니다.
ㅇㅇ심사에

합격할 경우 인증기관은 기존 인증서를 회수하고 변경된 종류

ㆍ등급ㆍ호칭ㆍ모델을 기재한 인증서로 재발급하게 되며 차기 정기심사일 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K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8.1(품목 추가) 참조

구분

공장심사

제품심사

자주하는 질문 FAQ
Q. K
 S인증을 받은 기업이 신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면제 사항은 없나요?
 S인증 기업의 품목 추가 심사는 신규 인증에 해당하며 최초 인증과 동일한
A. K
절차·방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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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항목 수(핵심품질)

비고

자재관리

6 (1)

필요시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8 (1)

필요시

제품관리

6 (2)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3 (1)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5 (1)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한 제품시험 항목

전항목

•공장심사보고서 6개 분야 33개의 평가항목 중 3개 분야 14개 항목 평가하되 자재 또는
공정·제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심사할 수 있음
•제품시험은 KS표준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전항목 평가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Part 15_KS인증 추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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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 추가시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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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인수 인증기관)에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고 변경심사(공장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ㅇㅇ인수

Part 15
KS인증 추가 변경

인증기관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증기관 변경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인수 인증기관)은 기존 인증기관(인계
인증기관)에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변경심사(공장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증기관은 변경심사로 공장심사를 실시하되 인증 제품의 품질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ㅇ다만,

95

기존 인증기관(인계 인증기관)에 정기심사 등의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 기관 변경을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ㅇ만약

인증기관 변경 불가 사유에 해당되어 기존 인증기관(인계 인증기관)

에서 변경 불가 통보를 하거나, 변경심사에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인증기관
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K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7.4(인증기관의 변경) 참조

< 인증기관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인증기업

인수인증기관
제출

신청서 작성

인증기관 변경불가 통보 및 종결
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심사준비

계획통보

심사비 납부

개선보완

부적합통보

부적합 통보

신청서 접수
변경불가 사유확인
심사계획 수립
공장심사 및 보고서작성

인계인증기관
정보요청

검토

Part 15

➊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가 1일 이상 진행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➋ 표시제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예정) 통지 공문이 도달된 경우
➌ 표시제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➍ 정기심사 등과 관련한 부적합 사항의 개선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➎ 인증취소와 관련한 의견제출 기한이 완료되지 않는 등 인증취소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➏K
 S인증과 관련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➐ 기타 KS인증 유효성 및 권한에 관한 업무 또는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인증기관 변경심사 절차도 >

변경불가 사유통보
7일 이내
회신

인증정보 제공

변경불가
사유통보

검토
인증위원회 심의

검토

적합

인증서 재발행
인증서 효력 정지 알림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27조(인증기관의 변경)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인증기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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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27조(인증기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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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변경심사를 받을 경우 차기
정기심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인증기관 변경심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정기심사 주기가 재산정되며, 당
해 부과된 정기심사는 당연 면제 처리됩니다.
ㅇㅇ인증기관

변경심사는 인증을 인수하는 인증기관이 해당 공장의 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규 인증심사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ㅇ따라서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규로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기 정기심사 기한은 변경심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변
 경심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차기 정기심사 기한을 기재하여 인증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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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을 변경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기존의 인증기관으로 받은 인증서를 반납·폐기하여야 하며, 신규 발급
받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표시사항 등을 변경 교체하여야 합니다.
ㅇㅇ인증기관

변경을 완료한 시점부터 기존 인증서 효력은 상실되고 해당 인증제

품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은 인수 인증기관으로 귀속됩니다.
-인
 증기관 변경을 확인한 인계 인증기관은 인수 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일
전까지만 기존 인증서 효력이 유지됨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ㅇㅇ따라서

변경심사를 완료한 즉시 인증 제품 및 외부에 표시하는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등을 인수 인증기관 기준으로 모두 변경 교체하여야 합니다.

예시

Part 15

•인증품목A(최초 인증일 2014년 7월 30일)를 인증받은 기업이 인증기관을 변경 신
청을 하고 변경심사에 합격(2017년 5월 30일)한 경우 차기 정기심사(3년) 기한은 변
경심사 합격일로부터 3년 뒤인 2020년 5월 30일 재산정
•또한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2017년 7월 30일까지 받아야 했던 정기심사도 면제 처리
ㅇㅇ다만,

인증기관 변경심사를 받기 전에 정기심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정기

심사 기한 초과로 인증기관 변경이 거절되거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인증기관 변경심사로 정기심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A. 인증기관 ‘변경심사’와 ‘정기심사’는 별개의 심사로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인증기업이 인증기관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일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74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27조(인증기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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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인증취소

98 행정처분 사유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99 행정처분 심의 및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00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101 어떤 경우에 인증이 취소되나요?
102 인증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03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 및 처벌은
무엇인가요?
104 KS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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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유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취소)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1의2](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

정부는 행정처분으로 부적합(결함) 정도에 따라 ①개선명령, ②표시정지,
③판매정지를 최대 6개월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ㅇㅇ행정처분

사유 및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치명결함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외 인증기관에 해당 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표 >
위반사항
확인 방법
부적합 내용
정기심사 등에
따른 인증기관 요청
시판품조사
(제품시험)

신고·적발 등

경결함
중결함
일반품질
부적합
핵심품질
부적합

3차 위반 시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개선명령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개선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Part 16

현장조사
(공장심사)

중결함

처분기준
2차 위반 시

1차 위반 시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허위·위장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정지 6개월
표시
및 판매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무거운 처벌기준 적용
•2년 이내 같은 위반 행위로 다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벌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대상 인증 제품이 공공의 안전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 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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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심의 및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 행
 정처분을 감면하여 줄 수 있나요?
A. 행정처분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제
출된 사유서 및 증빙을 확인한 결과 사정을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
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접수되면 인증기업 의견 수렴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ㅇㅇ인증기관

의견 수렴 및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일부 감면(최대 ½까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처리 절차도 >
인증기관

행정처분
운영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Q. 행
 정처분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정부는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처분 사유
및 처분 내역을 심의하고 있으며, 만약 기업이 원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
여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소명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
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인증기업

시판품조사
ㆍ현장조사
행정처분요청

자주하는 질문 FAQ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0조(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처리 절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별표8](KS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행정처분 시 처리절차)

접수 및 검토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견제출

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Part 16

기업 제출의견
등 검토

예

검토의견/
감경 여부 심의

아니오

의견수렴
아니오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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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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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

행정처분 기업 확인하기
ㅇㅇe-나라표준인증포털(www.standard.go.kr)의

‘인증업체 확인’ 클릭 또

는 KS인증기관협의회 홈페이지 KS나라(www.ksnara.or.kr) 접속 →
‘인증검색’의 ‘행정처분 업체’를 클릭하면 현재 행정처분 중인 기업 리스

행정처분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 및 증
빙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ㅇ정부는

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업 정보는 주 1회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세부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인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 결과

< 행정처분 업체 현황 조회 화면 >

를 해당 인증기업과 인증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ㅇㅇ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인증기업은 처분 사항을 이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해당 기업의 이행 현황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 조치>
인증기업 이행 사항

개선명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시행

표시정지

처분 기간 동안 KS인증제품 생산 정지

판매정지

처분 기간 동안 KS인증제품 판매 정지

표시제거

생산재고, 판매를 위해 출하된 제품의 KS마크 제거

제품수거

판매를 위해 출하된 제품 및 판매된 제품을 수거

비고

리콜 명령

Part 16

행정처분

자주하는 질문 FAQ
Q. 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나요?
 S인증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비 KS인증제품은 생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A. K
KS인증 취득으로 타 강제인증, 검사 등이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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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인증이 취소되나요?

인증기관은 ①사후관리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 ②사후관리 심사 결과
치명결함이 발견, ③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업의 인증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2

인증취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증기관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인증기업에 청문(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ㅇㅇ인 증기관은

ㅇㅇ인증기관은

산업표준화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의 사유에 해당하는

Part 16
행정처분과 인증취소

인증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를 인증기업에 통보하고 해당

결과와 사유에 대한 사항을 정부(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경우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의 인증취소 절차 >

※ KS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표준(KS Q 8001)의 13(인증의 취소) 참조

< 인증기관의 인증취소 사유 >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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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취소사유 발생

취소사유 확인 및
취소전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견작성

심의결과 접수 및
후속조치

제출

보완사항 보고
의견인정시
결과통보

국가기술표준원

의견검토 후
인증위원회 상정

의견 상의

Part 16

➊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➋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➌정
 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➍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➎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➏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➐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➑인
 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➒인
 증받은 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인증기업

취소시

인증취소

인증취소 통보

인증취소

보고

취소공문 접수

인증서 반납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산업표준화법 제36조(청문 등)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7조(인증업무의 보고)
Part 16_행정처분과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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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 및 처벌은 무엇인가요?

104

Part 16
행정처분과 인증취소

KS인증을 반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그 즉시 인증서를 반납하고 KS인증 표시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1년 동안 취소된 제품의 인증을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인증기업은 언제든지 KS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할 수 있으며, 인증 반납
의 효과 및 처리는 인증취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ㅇ인증기관으로부터

ㅇㅇ인증

인증취소 사실을 보고받은 정부는 인증취소 대상 제품의

결함으로 공공의 안전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
 증기관은 인증취소 실적이 있는 경우 매 월말 그 처분 결과와 사유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함.

반납을 원할 경우 인증업체의 공문(반납 의사와 반납 사유 명기)과 인

증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납 처리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제품에 KS인증 표시를 중지하여야
하며, 향후 1년 동안 인증을 반납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ㅇㅇ인증서

Part 16

자주하는 질문 FAQ
 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생산하여 보관 중인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Q. 인
 S인증이 취소된 이후부터는 KS인증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으므로 KS인증
A. K
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보관·운반할 수 없습니다.
다만, KS인증 마크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정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판매를 승인
받은 경우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7조(인증업무의 보고)

186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자주하는 질문 FAQ
 증 반납을 철회할 수 있나요?
Q. 인
A. 인증기관의 인증 반납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다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인증의 취소)
Part 16_행정처분과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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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불량 KS인증제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06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추가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107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8 KC인증과 KS인증은 다른 인증인가요?
109 KS인증 공장에서 OEM 생산 등이 가능한가요?
110 특허 제품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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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KS인증제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요

?

KS나라(www.ksnara.or.kr) 알아보기
ㅇㅇKS인증기관협의회는

KS인증제도와 관련한 종합 정보 사이트 ‘KS나라’를 운

영 중입니다.

KS인증 제품과 관련한 이의제기·민원 등은 ①해당 제품의 인증기관,
②KS인증기관협의회 ‘불량 KS인증 신고센터’, ③정부 국민신문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KS인증제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

ㅇㅇ불량

습니다.
① 인증기관: 해당 제품의 KS인증 표시사항(인증번호, 인증기관명)을 확인하여

•제도 안내: KS인증제도 안내, 심사절차 안내, 인증기관 안내, 인증 품목
안내 등
•인증 검색: 인증업체 조회, 취소ㆍ반납업체 조회, 행정처분 업체 조회 등
•불량 KS인증 신고센터: 불량 KS인증제품 신고, 부실심사 신고, 질의응답 등

불량 KS인증제품 신고센터
ㅇㅇKS나라 홈페이지(www.ksnara.or.kr) 접속 → ‘소통창구’에 접속한 후 신고

유형별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KS나라 홈페이지 >

해당 제품의 인증기관에 KS제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K
 S인증기관협의회(사무국): 협의회 홈페이지(www.ksnara.or.kr)에 접
속하여 ‘불량 KS인증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사무국(대표번호 043-8705575~6)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정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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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39조(이의신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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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추가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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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내표준의 공정·제조설비, 시험
·검사설비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인증받은 자는 인증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받은 인증기
관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ㅇ인증받은

ㅇㅇ인증서를

공장의 확장 또는 변경 없이 증설되는 설비가 공장 내에 위치하며

동일 조직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ㅇ추후

도래하는 정기심사의 공장심사에서 심사원이 사내표준을 확인하여

분실ㆍ훼손하였거나, 도로명 주소 변경 등으로 인증서를 재발급받

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 및 증빙을 기재하여 인
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장비 운영 및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시
KS인증 레미콘(KS F 4009)을 생산하는 기업 A가 최근 제품 생산량을 높이고 제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B/P 배치 플랜트를 추가로 구입하여 설치한 경우
→ 변경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에 보고할 필요 없이 사내표준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 실시

※예) B/P 배치 플랜트 추가 증설

Part 17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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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과 KS인증은
다른 인증인가요?

궁금해요

?

KC(Korea Certification) 마크란?
ㅇㅇKC(Korea

Certification) 마크는 별도의 독립된 인증제도가 아니라 전기용
품 안전인증 등 법정의무인증에 대한 인증마크를 일원화한 제도입니다.

KC인증은 인증 없이는 생산ㆍ유통이 불가능한 강제인증이고, KS인증은 기업
이 자율적으로 취득하는 임의인증입니다.

-현
 재 우리나라에는 총 70여 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KS인증은 목적과 취득 여부의 강제성 등이 다른 별개의 인증제도

-그
 러다 보니 인증제도 간의 중복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
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 KC인증은 공공 및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으로 제품판매 및 유통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인증이며,

-이
 에 2011년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 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였
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 마크를 사

ㅇㅇKC인증과

입니다.

KS인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득하는 임의인증입니다.
-즉
 , KC인증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만족한 제품’ 이고, KS인
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 만족하는 ‛더 좋은 품질의 제품’ 임을 나타내는 인
증제도입니다.
ㅇㅇ다만,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용하고 있습니다.
ㅇㅇKC인증

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

기, 저울, 전기계량계, 전화기, 소화기 등 730여 개 품목으로, 해당 제품의 인
증 여부는 관계 법령 또는 담당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KS인증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KC인증 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
 업표준화법 제26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을 경우 타 인증ㆍ검사ㆍ형식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KC인증 마크 통합 >

Part 17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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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공장에서 OEM 생산 등이
가능한가요?
주문자 상표를 붙이는 방식의 OEM, ODM 생산도 가능하나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실제 제조자와 판매원을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KS인증업체에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마치 판매업체가
제조한 것처럼 KS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처벌을

ㅇㅇ판매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110

특허 제품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특허 제품도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받으면 KS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KS인증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특허법의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
니다.
ㅇㅇKS인증

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KS표준 및 인증심사
기준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며, 표준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ㅇ따라서,

< OEM & ODM 생산방식이란?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Part 17
기타

발명한 사람이 특허법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KS로

제정이 가능하고, KS인증 품목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 납품하는 위탁생산 방식

상품의 기획, 개발, 생산, 품질관리 및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Part 17

관련 법규정 찾아보기
•산업표준화법 제26조(제품인증표시 등)

196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Part 17_기타

197

부록

01 KS 분류 체계
02 KS인증기관 소개

부록

01 KS 분류 체계

한국산업표준 대분류/중분류 현황
부문
(대분류)

부문
기호

기본

A

기계

B

전기전자

C

금속

D

광산
건설

E
F

일용품

G

식품

H

중분류
기본일반, 방사선(능)관리, 가이드, 인간공학, 신인성관리,
문화, 사회시스템, 기타 (8개)
기계일반, 기계요소, 공구, 공작기계, 측정계산용기계기구·
물리기계, 일반기계, 산업기계, 농업기계, 열사용기기·가스기기,
계량·측정, 산업자동화, 기타 (12개)
전기전자일반, 측정·시험용기계기구, 전기·전자재료, 전선·
케이블·전로용품, 전기기계기구, 전기응용기계기구, 전기·
전자·통신부품, 전구·조명기구, 배선·전기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11개)
금속일반, 원재료, 강재, 주강·주철, 신동품, 주물, 신재, 2차
제품, 가공방법, 분석, 기타 (11개)
광산일반, 채광, 보안, 광산물, 운반, 기타 (6개)
건설일반, 시험·검사·측량, 재료·부재, 시공, 기타 (5개)
일용품일반, 가구·실내장식품, 문구·사무용품, 레저·스포츠
용품, 악기류, 기타 (6개)
식품일반, 농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
(5개)
환경일반, 환경평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해양환경, 기타 (10개)
생물일반, 생물공정, 생물화학·생물연료, 산업미생물, 생물검정
·정보, 기타 (6개)
섬유일반, 피복, 실·편직물·직물, 편·직물제조기, 산업용
섬유제품, 기타 (6개)

I

생물

J

섬유

K

요업

L

요업일반, 유리, 내화물, 도자기·점토제품, 시멘트, 연마재,
기계구조요업, 전기전자요업, 원소재, 기타 (10개)

M

화학일반, 산업용품, 고무·가죽, 유지·광유, 플라스틱·
사진재료, 염료폭약, 안료·도료잉크, 종이·펄프, 시약, 화장
품, 기타 (11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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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호

의료

P

품질경영

Q

수송기계

R

서비스
물류
조선

S
T
V

항공우주

W

항공우주일반, 표준부품, 항공기체·재료, 항공추진기관, 항공
전자장비, 지상지원장비, 기타 (7개)

정보

X

정보일반, 정보기술(IT)응용, 문자세트·부호화·자동인식,
소프트웨어·컴퓨터 그래픽스, 네트워킹·IT상호접속, 정보상호
기기·데이터저장매체, 전자문서·전자상거래, 기타 (8개)

중분류
의료일반, 일반의료기기, 의료용설비·기기, 의료용재료, 의료
용기·위생용품, 재활보조기구·관련기기·고령친화용품,
전자의료기기, 기타 (8개)
품질경영일반, 공장관리, 관능검사, 시스템인증, 적합성평가,
통계적기법응용, 기타 (7개)
수송기계일반, 시험검사방법, 공통부품, 자전거, 기관·부품,
차체·안전, 전기전자장치·계기, 수리기기, 철도, 이륜자동차,
기타 (11개)
서비스일반, 산업서비스, 소비자서비스, 기타(4개)
물류일반, 포장, 보관·하역, 운송, 물류정보, 기타 (6개)
조선일반, 선체, 기관, 전기기기, 항해용기기·계기, 기타 (6개)

서비스(S)인증 세부 심사분야
부문
(대분류)

부문
기호

내용

서비스

S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S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S

시설관리

서비스

S

콜센터

서비스

S

산후조리원

서비스

S

골프장

서비스

S

혼인예식장

서비스

S

장례식장

서비스

S

차량수리 및 견인

서비스

S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S

이사

서비스

S

택배

서비스

S

컨벤션

서비스

S

시장 및 여론조사

부록

환경

부문
(대분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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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KS인증기관 소개

지정
번호

기관명

지정
일자

주소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KTR)
‘15.11.30.
98(중앙동) - 인증기술융합본부
제3호 한국화학융합
(최초지정)
시험연구원
•URL http://www.ktr.or.kr

KS인증제도 관리 체계
KS인증기관협의회
KS인증지원사무국

시판품조사 지원/
시장감시 지원

통합
민원창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인증기관
지정심사

인증
계약

정기심사/
특별 현장심사

KS 인증 마크 표시

시장(사용자)

8개 KS인증기관
기관명

지정
일자

주소

연락처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16.07.05. 원중로 1390 (충북혁신도시) (최초지정) 제품인증본부
•URL http://www.kgs.or.kr

•TEL
043)750-1501
•FAX
043)750-1929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KIRIA)
‘16.07.05. 75 (노원동3가) - 로봇클러스터
제6호 한국로봇
(재지정) 사업단 표준인증팀
산업진흥원
•URL http://www.kiria.org

•TEL
053)210-9621
•FAX
053)210-9619

•TEL
02)3415-8859
•FAX
02)3415-8777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KTC)
한국기계 ‘15.11.30. 35 - 글로벌인증본부 KS인증
제2호
전기전자 (최초지정) 센터
시험연구원
•URL http://www.ktc.re.kr

•TEL
031)428-8424
•FAX
031)455-7308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A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인대로388 -신재생에너지육 •TEL
(KEA)
‘16.07.28. 성실 표준인증팀
031)260-4651
제7호 한국에너지
(재지정)
•FAX
공단
•URL http://www.energy.
031)260-4669
or.kr

제8호

(KSA)
한국표준
협회

-

(KSCAC)
KS인증기관
협의회
KS인증지원
사무국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 •TEL
‘98.07.24. 란로 305(역삼동701-7) -산업 02)6009-4641
(최초지정) 표준본부 KS인증심사센터
•FAX
•URL http://www.ksa.or.kr 02)6009-4659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TEL
이수로 93 본관동 301호
043)870-5575~6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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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KCL)
한국건설 ‘15.11.30. 동 디지털로 199(가산동) 인증
제1호
생활환경 (최초지정) 서비스본부 KS인증센터
시험연구원
•URL http://www.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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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KGS)
한국가스
안전공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인증의 일시정지 및 취소

KS인증 제조업자 등
KS 표시 제품의 적합성 확보
KS 표시 제품의 판매 및 안정공급

지정
번호

제4호

145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TEL
‘16.04.27. 도약로 261(도당동 대우테크노 032)670-3861
(최초지정) 파크)A-403 - 제품인증본부 •FAX
•URL http://www.kilt.re.kr 032)670-8889

인증기관 지도점검
(개선 명령, 지정 취소 등)

KS인증기관
행정처분
(판매정지.
표시제거 등)

•TEL
02)2164-1441
•FAX
02)2634-0067

(KILT)
한국조명
연구원

(국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
지정심사지원

연락처

편집후기
이 책은 기업들이 쉽게 KS인증을 취득ㆍ관리할 수 있도록 KS인증 제도의 핵심적인 내
용을 중심으로 Q&A로 정리하였으며, 국민신문고, 인증기관 등으로 접수된 실제 민원 및
질의 사례에 대한 답변을 자주하는 질문(FAQ) 형태로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KS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증업체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알기쉬운

KS인증제도

Q&
A

KS인증제도 해석과 질의응답 110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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