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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KS, KC, 제품인증에서부터

유럽 미국 유라시아 중국 일본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시험 · 인증 · 인허가 서비스 제공

40여개국 180여개 기관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차별화 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orea & Global CertificationKorea & Global Certification

국내ｌ글로벌 인증



Korea Industrial Standards

KS인증

KS인증 문의   KTR KS인증운영센터  02-2164-1446 ~ 7

인증계약 체결

(인증서 발급)

공장ㆍ제품심사 수행 

(인증심사원 2명)

인증위원회

(매월 1,3주 목요일)

축적된 시험 · 인증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KS인증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KTR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기계, 전기전자, 금속, 화학, 건설, 일용품, 요업제품 등 

7개 분야 466개 품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이라고 인정하는 제품ㆍ서비스 등에 부여하는  

법정 임의 인증마크

46품목 92품목

106품목 90품목

6품목 38품목

88품목

기계 (B) 전기전자 (C)

금속 (D) 건설 (F)

일용품 (G) 요업 (L)

화학 (M)

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인증기관)

인증심사계획수립 

(인증기관)

인증신청

(인증신청자)

KS마크

KTR

인증분야

인증

획득절차



KC인증 전기용품 문의   KTR전기제품인증센터  02-2164-0130, 0132, 0133

KC인증 생활용품 문의   KTR생활제품인증센터  02-2164-1424, 1437

KC (Korea Certification)

KC인증 (전기용품 · 생활용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 인증 제도, 위해 수준에 따라 ① 안전인증 ② 안전확인 ③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하여 인증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1 전선 및 전원코드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6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  |  8 전동공구  |   9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10 정보ㆍ통신ㆍ사무기기  |  11 조명기기 

12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생활용품

구분  KTR 취급 품목

안전인증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기구

안전확인 건전지 (충전지 제외), 자동차용타이어, 가정용 미용기기, 실내용 바닥재

공급자적합성

확인

가구일부(높이 762mm이상 가정용서랍장/파일링캐비닛), 

쌍커풀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등

02 03 05 0601

① 안전인증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처리기관 
(인증기관)

공장심사

처리기관 
(인증기관)

제품시험 및 결재

처리기관 
(인증기관)

안전인증서 작성

처리기관 
(인증기관)

안전인증서 발급

04

02 03 05 0601

② 안전확인 절차

시험접수

처리기관 
(시험기관)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처리기관 
(시험기관)

안전확인

신고인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처리기관 
(인증기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04

02 03 04 0501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신고인

신고서 작성

처리기관
(관리원)

접수

처리기관
(관리원)

확인 및 결재

처리기관
(관리원)

확인증명서 작성

처리기관
(관리원)

확인증명서 발급

KTR

업무분야



02 03 04 0501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기준을 검증합니다.

KC (Korea Certification)

KC인증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어린이 사고 예방과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KC인증 어린이제품  문의   KTR생활제품인증센터  02-2164-1424, 143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문의   KTR생활제품인증센터  02-2164-1412, 1436

신고 대상 품목

(시험 후 환경산

업기술원 신고)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다림질보조제, 윤활제), 접착 · 접합제품(접착제, 접합제), 

방향 · 탈취제품(방향제, 탈취제), 염색 · 도색제품(물체염색제, 물체도색제),인쇄문서 

관련 제품(인쇄용잉크 · 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미용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살균제, 살조제), 구제제품(기피제), 보존 · 보존처리제품(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어린이제품

구분  KTR 취급 품목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섬유제품, 보행기

공급자적합성 

확인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시험 · 검사 의뢰

신청서 작성  
시료 제출

접수

접수증 (수수료 내역) 
발송 수수료 납부 후  

시험진행

시험 · 검사 진행 확인서 발급

방문 · FAX · E-mail  
수령

화학제품관리 
시스템신고

CHEMP 화학제품 
관리시스템  

(환경산업기술원) 신고 
www.chemp.me.go.kr

KTR

업무분야

대상제품



GS (Good Software)

GS인증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

KTR 전기제품인증센터(전기전자제품)  02-2164-1403

KTR KS인증운영센터  02-2164-1405~6

기능성 제품의 기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해 인증하는 마크로서 KAS(한국제품인정제도)로부터 인정받은 마크

S-마크 시험인증분야 : 살균제품, 항균제품, 저독성제품, 비자극제품, 탈취제품, 기타 기능성 제품

전자 · 전기제품의 안전, 성능, 신뢰성 등에 대해 인증하는 마크로서 KAS(한국제품인정제도)로부터 인정받은 마크

V-CHECK 마크 시험인증분야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품, 통신 및 방송 장비 제품, 영상 및 음향기기 제품

- 전기변환장치 제품, 절연선 및 케이블 제품, 전구 및 조명장치 제품, 가정용기기 제품 기타 전기장비 제품

제조자의 기능성(Function)제품, 융합(Convergence)제품, 안전(Safety)이 요구되는 제품 중 기능성 또는  

융합 제품 등에 대해 인증하는 마크로서 KTR의 TR마크인증검사기준 및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부여하는 마크 

TR마크 시험인증분야 : 전기전자관련 제품군, 금속관련 제품군, 화학관련 제품군, 기타 제품군

제품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제정하여 업체의 품질경영 체계 및 해당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

Q마크 시험인증분야 : 화학제품류 · 토건자제류 · 요업자재류 · 금속 및 비파괴 분야 · 기타관련제품

국제유기농화장품협회(Cosmos-AISBL)에 의해 통일된 국제 수준의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과 원료에 대한  

인증 마크로서 KAS(한국제품인정제도)로부터 인정받은 마크

COSMOS 인증 분야 : Cosmos Organic(유기농 화장품), Cosmos Natural(천연 화장품), Cosmos Certified(화장품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천연 · 유기농 화장품 및 유기농 원료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

식약처 화장품 인증 분야 : 유기농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 원료

Product Certification

KTR 제품인증 서비스 (임의인증)

S-마크

Q Mark

V-Check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마크

TR Mark

COSMO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을 받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용SW, 정보보호 SW, 데이터 관리용SW, 임베디드 응용 SW, 디지털 콘텐츠SW

GS 인증 문의

KTR 전기제품인증센터  02-2164-1417, 02-2164-1403  |  KTR 소프트웨어팀  02-2092-4086

02 03 0401

신청 · 접수 · 계약 문서 및 제품 평가 인증심의위원회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관련규정



[COSMOS 인증]

A GUARANTEE

유기농 및 천연화장품과  
원료 성분에 대한 인증  

마크를 통한 소비자 신뢰와 
보증 가능

MOST WIDELY 
USED STANDARD

70여개국 1800개 이상 기업에
2만2천개 이상 화장품 인증

NOT-FOR-PROFIT

인증협회(COSMOS-AISBL)는 
벨기에 브리쉘에 위치,

 KTR은 국내 최초 
공인 인증 기관으로서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제공

INDEPENDENT

국내 화장품 및 원료사의 
유기농 및 천연화장품의  
개발 및 수출 도모 기대

COSMOS 유기농 · 천연화장품 및 원료 인증

COSMOS는 유럽 통합 유기농 · 천연 화장품 인증마크로

KTR은 국내 최초 COSMOS인증기관 입니다.

유기농 · 천연화장품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 및 천연화장품 인증]

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국내 최초 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화장품 인증 및 화장품 원료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공통> 석유화학 모이어티는 2% 미만 및 허용하는 합성원료가 5% 미만

식약품안전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

유기농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의거 천연화장품으로써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 

화장품법 제 2조 의거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이상 함유한 화장품

천연화장품

COSMOS인증 문의   KS인증운영센터  02-2164-1405~6

대상제품

관련규정



(사후)기술심사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화장품 해외 인허가]

각국은 소비자 보호 및 의료기기의 올바른 취급 및 유통을 위하여 사전 인허가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문서 및 제조품질시스템 심사 등, 해당국 의료기기 안전과 성능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KTR은 현지 법적 대리인 선임부터 기술문서 가이드, 인허가 취득완료까지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등록은 위생허가 · 인증 · 신고 등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하며 등록은 국내 제조사 혹은 책임 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현지 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므로, 인증신청 전, 수입업자 여부 확인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KTR은 현지 책임회사(유럽 RP, 중국 경내 책임회사 등)부터 기술문서 컨설팅, 시험접수, 라벨번역 등 인증 취득 완료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 유럽 CE MDR 의료기기 인증 · 운송밸리데이션 · MDSAP · ISO 13485

- 미국 FDA 의료기기 등록 및 승인

- 중국 NMPA 의료기기 인허가

- 러시아 의료기기 인허가

- 중남미 의료기기 인허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볼리비아 등)

- 동남아시아 의료기기 인허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 유럽 CPNP, 영국 SCPN COSMOS 인증 

- 중국 NMPA 위생허가 

- 러시아(유라시아) EAC인증

- 아세안 화장품 등록(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 인도 CDSCO인증

- 일본 PMDA 신고

- 기타

Global Certification

글로벌 인증

글로벌인증센터

유럽 MDR, 운송밸리데이션, MDSAP  02-2164-0029  |  sangnoh@ktr.or.kr

러시아  02-2164-0024  |  kfirouza@ktr.or.kr 

글로벌사업센터

미국 (FDA), 중남미, 동남아시아  02-2164-0028  |  hs@ktr.or.kr 

중국 (NMPA)  02-2164-0042  |  ozyunju@ktr.or.kr

(인증신청자) (보건당국 · 인증기관)

인증신청

위생허가 신청

기술문서 심사

제품시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KTR)

제품검토  
책임회사등록

02

02

03

03

04

04 05

01

01

품질시스템심사 
(GMP)

행정서류 제출

인증서 · 등록증 발급

05
인증  및

인허가 

승인절차

진행절차

글로벌사업센터   유럽, 영국, 아세안, 인도, 터키, 대만, 할랄  02-2164-1473, 1475     

                          sohyunm@ktr.or.kr, ayoung@ktr.or.kr

                        중국, 일본  02-2164-1493  |  Jiyeonkong@ktr.or.kr

글로벌인증센터  유라시아  02-2164-0024  |  kfirouza@ktr.or.kr



[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서비스] 대표문의 : 02-2164-0020

KTR은 국내 3,500여개 시험이 가능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지침(Directives)에 맞는 적합성 증명을 

위한 전기안전 · EMC · 무선통신 · 위해물질사용제한 시험 및 적합성선언서 발급까지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중국] KTR은 국내 유일 중국인증(CCC)심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3개 지사를 활용한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CR mark 심사원을 다수 보유하여 KTR에서 직접 공장심사, 제품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합니다.

[중동] KTR은 GSO로부터 지정받은 GCC인증기관입니다. 중동 7개국 수출을 위해 시험에서 인증까지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TR 미주 (멕시코) 지사를 통해 신속한 인증 획득을 지원하며  KTR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므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 됩니다.

KTR은 국내에서 유일한 미국 NVLAP 인정시험소로, LED 에너지효율성능 시험기관이며, 미국 수출을 위한 전기안전 · 전자파 · 에너지 성능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해외인증은 각 국가별 시험 ·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는 인증 절차와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 선언 절차로 구분됩니다.

- 공장심사, 인증서 발행 및 사후관리는 필요시 진행됩니다.

KTR은 16개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704개의 인증 규격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번의 시험으로 54개 회원국 수출에 필

요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사업센터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중동  02-2164-1496  |  junsung.lee@ktr.or.kr 

                        베트남, 중남미, 국제  02-2164-0041  |  hrsunks@ktr.or.kr

유럽 CE

유럽연합 27개국 및 유럽자유경제연합 4개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은 안전 · 전자파 · 무선통신 · 위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시험 및 적합성 선언을 한 후 CE 마킹이 요구됩니다.

아시아 (중국CCC, 일본PSE, 베트남CR, 중동GCC 등)

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전기전자 인증이 별도로 존재하며, 안전 · 전자파 · 무선통신 등 각각에 대해, 자율인증 또는 강제인증  

평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남미 (멕시코 NOM, 브라질 INMETRO, 콜롬비아 RETIQ 등)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안전 · 전자파 · 무선 통신 · 에너지효율 중 각 국가별, 품목별로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시험 및 인증을 

진행 해야합니다.

미국 (NRTL, FCC, DLC)

전기전자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NRTL(전기안전), FCC(전자파), DLC(조명기기 에너지효율)등 관련 규제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 및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 IECEE (CB/CBTL)

IECEE-CB인증은 CB회원국 54개국간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제도로, CB인증을 통해 한번의 시험으로 국가별 강제인증

(예. 유럽 CE인증, 중동 GCC인증 등)을 중복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및 

선언절차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제품시험공장심사

02 03 04 0501
인증평가 및 발행



이차전지 · 배터리

[건축자재 · 압력장비 · 산업분야 해외인증서비스]

KTR은 IECEE-CB Scheme에 의한 CB시험인증기관(NCB/CBTL)으로, 세계 각국의 시험소와 협업을 통한 이차전지 해외인증  

시험 ·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CE · 영국 UKCA

건축자재 · 압력장비 · 산업 분야 제품의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CE, UKCA 등 관련 인증이 요구되며,

KTR은 유럽 다수 인증기관과 업무협약 및 KTR유럽 지원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건축자재 · 산업 분야 제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KTR은 미국의 다수 인증기관과 업무 협력을 및 KTR 미주지원을 통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TR은 CIS인증(러시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규격), EAC(러시아 · 카자흐스탄 · 벨라루시 · 키르기즈스탄 · 아르메니아 

통합 인증제도)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대표 인증시험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전 산업분야에 걸쳐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및 CIS국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JIS는 일본산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일본국가규격입니다.  

KTR은 2007년 일본신JIS마크 등록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총 13개 품목군의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ECEE-CB 인증, 일본 PSE, 중국 CQC, 대만 BSMI, 인도 BIS, 베트남 MIC DoC, UN DoT 등

- 건축자재 (CPR) : 국내 · 외 시험 기관 활용 시험 진행, 국내 심사원 공장 심사 직접 수행 

(대상 품목 : 도로시설물, 교량받침, 콘크리트보강재, 페인트, 볼트류, 철구조물, 용접봉, 내장재, 창호, 단열재류, 벽재, 바닥재, 지붕재, 

누수 방지재류, 타일류, 접착제류 등)

- 압력장비 (PED) · 용접 (Welding) : 국내 · 외 시험 기관 활용 시험 진행, 국내 심사원 공장심사 직접 수행

- 개인보호장비 (PPE) : 인증 가이드 및 국내 · 외 시험 기관 활용 시험 진행, 공장심사 대응 지원

- 기계 (MD) · 방폭 (ATEX) : 인증 가이드 및 국내 · 외 시험 기관 활용 시험 진행, 공장심사 대응 지원

- 완구 (TOY) : 인증 가이드 및 국내 · 외 시험 기관 활용 시험 진행

- 건축자재 (Floor Score, EPD/HPD, IGCC, AISC) : 인증 가이드 및 국내 · 외 시험기관 활용 시험 진행, 공장심사 대응 지원 

- 어린이제품 (CPSIA) : 인증 가이드 및 국내 · 외 시험 기관 활용 시험 진행

KTR은 러시아 출신 인증 전문가를 통해 직접 공장심사 및 사후심사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점진적으로 수정 · 보완되고 있는 

EAC인증 제도 동향 파악 및 대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축자재, 전기전자, 압력장비, 의료기기, 기계류, 화학, 화장품, 식품, 계측기 등

토목 및 건축(A) · 일반기계(B) · 전기전자(C) · 자동차(D) · 철강(G) · 비철금속(H) · 화학(K) · 광산(M) ·  

펄프 및 종이(P) · 요업(R) · 일용품(S) · 의료안전용구(T) · 기타(Z)

[러시아 및 CIS국가 (GOST· EAC)]

[JIS (일본산업규격)]

글로벌사업센터  02-2164-0028  |  hs@ktr.or.kr 

KTR 글로벌인증센터   02-2164-1439  |  donghyeokwoo@ktr.or.kr

KTR 글로벌인증센터   EAC 및 CIS 인증  02-2164-0024  |  kfirouza@ktr.or.kr 

KTR KS인증운영센터   02-2164-1449  |  02-2092-1487

업무범위

인증분야



세계 40여개국 180여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lobal Certification

글로벌 인증

미국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미국 환경보호국(EPA) 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산업 분야 시험 서비스 제공
Energy Star

CE

중국 안전 및 품질 강제인증제도

중국 인증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 분야 

CCC 시험 · 인증 서비스 제공 CCC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관세동맹 

(Customs Union)의 인증제도EAC

JIS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기술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방해파를 규제하는 일본의 자율인증

시험 · 인증 지원산업 분야 시험 서비스 제공VCCI

네덜란드 대용량 전기기계 및 전기 부품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우수성) 인정

시험 · 인증 지원, 공장검사 대행KEMA

독일 전기 · 전자 제품, 의료기기, 제품안전법의 제품을 

포괄하는 인증마크  

시험 · 인증 지원VDE

브라질의 산업품질 강제인증제도 

브라질 인증기관과 상호업무협약을 통한 산업 분야 

INMETRO 시험 · 인증 서비스 제공  INMETRO

일본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제도

전기 · 전자제품 분야 PSE(Circle) 시험 서비스 제공 
PSE

미주 및 캐나다의 전기 · 전자제품 수출에 필요한  

UL규격에 의한 미국 시험 · 인증 서비스 제공

일본의 국가규격 인증제도 

일본공업표준화법에 의거, JIS마크 승인검사기관  

지위를 활용해 산업 분야 JIS인증 제공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유럽 인증기관과 상호업무협약을 통한 산업 분야 

CE 시험 · 인증 서비스 제공

MET

미국 전기 · 통신기기 인증제도

미국 전자파통신승인기관 공인 시험 기관으로서 

FCC 시험·승인 지원 서비스 제공
FCC

독일에서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 한국의 

KS마크와 유사

독일 인증기관과 협력해 GS인증 획득기간 단축, 

중소기업청과 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과 연계해 인증획득 비용 지원

멕시코의 안전 및 품질 강제인증제도  

멕시코 인증기관과 상호 업무협약을 통한 산업 및

제품 분야 NOM 시험 · 인증 제공

말레이시아 전기전자제품 인증 제도

말레이시아 인증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획득 

서비스 제공

미국 친환경 바닥재 인증 제도

미국 인증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인증획득 서비스 제공

GS

호주 제품 안전 및 전자파 인증제도 

전기 · 전자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서비스 제공

베트남의 제품 인증 제도

베트남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시험 및 공장심사 진행 

등 인증획득 지원

RCM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오만, 예멘,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7개국강제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을 통한 인증서비스 제공

미국 단열유리 인증 제도

미국 인증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인증획득 서비스 제공

SIRIM

FLOOR 
SCORE

NOM

특수 해외인증 및 기타 규격 인증, 품질시험성적서를 통한 제품 수출 시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KTR 글로벌협력실   02-2164-1479  |  jjpark@ktr.or.kr

QUACERT

GCC

IGCC

인증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검증]

[국제항공 탄소상쇄 · 감축제도(CORSIA) 검증]

[국제통용 발자국 인증]

Climate Change & Footprint Certification

기후변화대응

KTR은 UN이 인정한 세계적인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기관 및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입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Article 12에 따라 이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동시에 부속서Ⅰ국가는 비부속서Ⅰ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UNFCCC의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KTR은 2012년 3월 UN의 CDM집행위원회(EB) 66차 회의에서 CDM운영기구(DOE)로 승인을 받아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

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정된 제도입니다. KTR은 환경부로부터 2011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검증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CDM심사경험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항공 탄소상쇄 · 감축제도(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 ·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KTR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4월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CORSIA) 검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국내 국제선 운영  

항공사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심사기준 (PAS 2050, ISO 14046)에 따라, 전문 심사원이 해외수출 시 요구되는 국제통용 발자국(소 · 물 분야)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TR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국제통용 발자국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탄소발자국 · 물발자국 인

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수요 · 제조산업 · 화학산업 · F가스 탈루배출 · 폐기물

공통 (에너지, 건물) · 화학 · 광물 · 철강 및 금속 · 폐기물 분야

[UNFCCC CDM(SDM) 타당성평가 및 검 · 인증]

KTR 건축기후대응센터   02-2164-1452  |  jung@ktr.or.kr

KTR 건축기후대응센터   02-2164-1456  |  enterhm@ktr.or.kr

KTR 건축기후대응센터   02-2164-1454  |  jschoi@ktr.or.kr

KTR 건축기후대응센터   02-2164-1454  |  jschoi@ktr.or.kr

인증분야

인증분야



⇒ 기술지원에서 인증까지, 탄소중립 분야 투자 유치 · 기반 확대 구축

표준인증 R&D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기존 산업 재편성

① 탄소가치평가

- 금융 · 정책 연계 

③ 기업 · 지자체 컨설팅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컨설팅 

-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 컨설팅

② R&D

- 탄소중립R&D 및  

   기반 산업

④ 신규 표준규격제정

- 온실가스 저감효율 및 

   탄소중립 검증 ISO 

   표준 규격 제정

인증

그린수소 · CCUS, 표준, 탄소특구지역 탄소중립 관련 인증

•R&D 

•기업 · 지자체 기반사업

• 인증기관 지정 추진

① 라벨링 인증 시장 진입

- 탄소라벨링(탄소발자국) 등 기존 환경제도 인증기관  

   지정 추진

- 탄소중립 · 그린수소 등 新유망 산업 인증시장 진입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확대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산업공정혁신

- 신재생에너지

- ESS

②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 수소 · 전기차

③ 도시 · 국토 저탄소화

- 건물 탄소배출량 관리

- 에너지 자립률 제고

① 新유망 산업 육성

- 이차전지

- 화이트바이오

- 그린수소

- CCUS

②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 저탄소 · 친환경 분야 규제자유 

   특구 확대

-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

①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②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기반 구축 

   및 이용확대

- 탄소발자국 등 친환경제품  

   정보제공 확대

Carbon Neutral  Response

탄소중립 대응

KTR 탄소중립추진단   02-2164-1452

KTR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R&D 및 기반사업, 탄소가치평가, 탄소중립 인증 및 표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제품 및 배출량 검인증을 통한 탄소중립 기업 인증

•신규 표준규격제정

기술지원

비 전

KTR

중점 추진 

사항

관련

정부 정책

KTR

주요 사업



01 02 03 04

[해외기술규제 정보제공]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KTR은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수행하고 숨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술규제 애로해소]

기업이 체감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하여, WTO TBT 위원회 등 국가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TR은 국가기술표준원과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 전략 및 업계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합니다.

[국내기술규제 전주기 합리화]

여러 정부부처의 기술기준과 시험 · 검사 · 인증 등 적합성평가의 전주기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기술규제 합리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 외 기술규제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

1.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기술규제

2.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3.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규제

4.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마땅히 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수입품에 대해 

불필요하게 지나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중복적인 

시험, 검사 및

인증절차 

불명확한

기술규제 

정보

KTR 기술규제대응센터   02-2164-0036

KTR 기술규제대응센터   02-2164-0036

KTR 기술규제대응센터   02-2164-0037

(해외기술규제 관련)

02 03 0401

수출기업 애로조사 해결 방안 결정 국가적 대응애로 안건 심화 검토

KTR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해외 및 국내 기술규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술규제 정보, 기술규제 동향보고서 제공 

KNOWTBT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www.knowtbt.kr

불합리한  

기술규제란?

해외기술규제 

애로해소 절차

국내 기술규제 

해소 분야



KTR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TR홈페이지 (www.ktr.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게 공동활용하도록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방법 및 금액 : 온라인 바우처 방식의 장비이용료 지원, 최대 7천만원

산학연협력사업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가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비용 지원

대상 : 자발적 구매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구매연계형(5억원)이내, 공동투자형(12억)이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 해외규격인증 (451종) 획득비용 중 일부 (50~70%) 지원

국가인적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전략형)

‘표준 및 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협약기업의 재직자

KOLAS 법정교육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한 법정교육 프로그램

대상 : 공인기관 종사자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내부심사자, 시험ㆍ검사 실무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정교육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위한 법정교육 프로그램

대상 :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검사원 등 (식품 · 축산물 ·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등 공통 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교육

해외인증획득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하는 해당 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교육일정 및 과정문의   02-2164-0144    협약 및 교육신청 접수문의   02-2164-0147

KTR Business Support Programs

KTR HRD & Education Programs

기업지원 사업

교육 프로그램

KTR HRD교육 홈페이지 접속

(www.ktr.or.kr/edu)

협약신청(기업)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신청

KTR 산학연기술지원팀 

02-2164-0161~9

KTR 수출인증지원센터  

02-2164-0172~8

교육문의   KTR 교육컨설팅센터  1577-0091 (내선 4번)

기업지원사업 문의



과천본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EL 02-2164-0011   FAX 02-2634-1008   Q&A 1577-0091   www.kt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