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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KOMERI-2020-020

「조선 해양기 자재 사업다 각화 기술규 격인증 획득 지원사 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
기술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우수제품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1. 사업 내용
가. 사업 목적
□ 국내 조선업 수주절벽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풍력, 화력, 원자력 발전 및 방산분야 등의 사업다각화 기술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평가 지원부터 규격인증 획득 그리고 마케
팅에 이르는 종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을
사업다각화를 통해 신시장 개척 등 경쟁력 도모를 목적으로 함.

나. 지원분야
□ 사업다각화 기술전환 시험평가 지원 : 풍력, 화력, 원자력 발전 및 방산분야 등
제품개발 지원
- 시험평가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다각화 규격인증(Certification) 획득 지원 : ASME, MIL-STD 등 해외인증지원,
인증 획득용 핵심기술요소 추출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다각화 규격 인증 비용 지원
- 발전소 기자재공급 유자격 등록 및 장비적격업체 등록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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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 및 발전소 벤더 등록 비용 지원 등

□ 사업전환·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특허출원 지원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국내외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기지원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교육훈련, 세미나,
포럼 참석 지원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디자인 제품혁신 지원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방법
□ 선정된 기업에 한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참여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제(공인시험 평가, 사업다각화 규격인증, 마케팅) 종결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주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기술지원금 지급함

2. 사업 참여 방법
가.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제품별 분야 중복 신청 가능
□ 선정범위 : 1개 업체당 1개 제품 1분야 선정, 2~3개 기업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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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서
- 신청기간 : 2020.11.11. ~ 11.20.(오후 18:00 마감)
- 신청방법 : e-mail, 우편, 방문
- 접수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녹산본부 스마트안전센터
- 담당자 : 오효은 선임연구원(051-400-5218 / oh1414@komeri.re.kr)
- 신청 구비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 기술규격인증획
득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meri.re.kr) 공지사항에
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고용인원확인 서류(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
· 수출실적확인 : 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Inno-Biz기업,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등 증빙서
· KAS인증,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해당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우수중소기업제품마크)인증서, NET(신기술), NEP(신
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 사업자 등록증

나. 신청업체 선정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의 [별표 2]
선정기준에 따른 신청기업 평가에 의해 참여기업을 선정함
□ 평가방법
- 신청업체별 신청서 및 현황자료를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종합평점 부여
-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고함

다. 지원액 지원 기준
□ 참여기업의 기술지원 요청 분야별 지원 금액
- 시험평가 지원

: 최대 6,000천원(VAT 제외)

- 규격인증획득 지원

: 최대 6,000천원(VAT 제외)

- 마케팅 지원

: 최대 6,000천원(VAT 제외)

*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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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금 지급은 해당 과제 종료 및 완료보고서 확인 후 지급함

3. 협약의 관리
가. 협약 체결 절차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요구 후 협
약체결
□ 협약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2020년 1월 1일~ 2020년 11월 30일 기간내 추진 및 지출 완료건 대상

나. 협약의 변경
□ 기술지원 신청분야 변경 등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
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합의하에 변경이 가능 함
□ 변경사항
-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 상호,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변경신고

4. 사업수행 완료보고 및 지원금의 지급
가. 사업수행 완료보고 제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품개발비용, 시험비용, 인증비용, 도큐멘트비용, 컨설팅비용,
공장심사비용 등 집행내역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검토하여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며, 출금 통장내역 사본 및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완료보
고서와 함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과제 종결된 후 협약 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완료보고 시)
- 인증서 사본 1부
- 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전시회 참가의 경우 현장 사진 및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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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을 위한 참여기업 통장 사본 1부 (참여기업 명의로 된 통장만 인정)
-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참여기업의 출금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인증비용, 시험비용, 마케팅비용 지급
확인용)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의 확인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기간 내에 기술지원금 지급함

5. 사업참여 제한
□ 사업진행 기간 중에 중기청 등의 유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24-20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녹산본부 스마트안전센터
- 담당자 : 오효은 선임연구원(051-400-5218 / oh1414@kom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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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 기술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구분

인증 및 인증기관의 명칭

1

AAR(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 - 미국철도협회

2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 미국선급협회

3

ACMIAP(Art Creative Materials Institute Approved
-미국창작재료협회 무독성제품인증마크

4

ADR(Australian Design Rules)-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5

AEM(The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 장비제조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6

AENOR(Associacon Espanolade Normalizaciony Certificacion) - 스페인규격협회

7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우수업체

8

AGA(American Gas Association) - 미국가스협회

9

ALE1.0(Application Level Events1.0) - RFID제품인증

10

AMECA(Automotive Manufacturers Equipment Compliance Agency)
- 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11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2

Product non-toxic)

미국규격협회

ANSI/ASHRA(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Engineers Standards)-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Air-Conditioning

13 ANSI/BHMA(The 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Association) - 미국건축제품인증
14

ANSI/BIFMA(The Businessandinstitutional
- 미주사무 및 가구제품 인증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15 ANVISA(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 브라질 식품의약품인증
16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미국석유학회
17

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역총국

18 ARAI(The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 인도자동차 연구협회
19 ARTC(Automotive Research & Testing Center) -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20 AS(Australia Standards) - 호주규격협회
21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미국기계학회
22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 - 미국시험재료협회
23 A-Tick(Telecommunication Compliance - Mark) -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4 ATP(Accord Transport of Perishables) -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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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 및 인증기관의 명칭

25 BABT(British Approvals Board for Telecommunications) - 영국통신기기승인
26 BBA(The British Board of Agrement) - 영국건자재인증
27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 인도제품인증
28 Bluetooth - 블루투스제품인증
29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 - 블루투스 제품간 호환성 확보 목적의 인증
30 BSI BS EN489(BSI BS EN 489:2009)-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침
31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 영국표준협회
32 BSMI(Bureau of Standards, Metologyand
33

Inspection) - 표준검험국

BV(Bureau Veritas/Rulesand Regulations for the
Steel Vessel) - 프랑스선급협회

construction and classification of

34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필수인증
35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 - 중국선급인증
36 CE(Comunaute Europeenne) - 유럽공동체마크
37 CEBEC(Commite Electro technique Belge) - 벨기에 전기기기 시험소 내에 있는 부서
38 CNS(Chinese National Standards) - 대만국가표준
39 COFETEL(Comision Federalde Telecomunicaciones) - 멕시코통신인증
40

COSPAS-SARSAT(COSPAS-SARSAT(International
Satellite System for Searchand
Rescue)- 조난경보기 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수색구조)

41 CPRI(Central Power Research Institute) - 인도전기전력인증
42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개선법
43 CQC(Volumtary Product Certification) -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44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캐나다표준규격
45
46

CSEL(Manufacture Licensing of Special Equip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노동부안전질량허가판공실의 China를 뺀
중국발음[CSQLO]

47 CTI(Cooling Technology Institute ) -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
48 C-Tick(Communication(√)check=tickMark) -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49 DEMKO(Danish Board for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 덴마크전기기기 검사협회
50 DIN(Doutsche Institutefeur Nomung) - 독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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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1

인증 및 인증기관의 명칭
DLMS-COSEM(Device language message specification-Userassociation ) - 계량장비
프로토콜의 시험인증

52 DNV(Det Norske Veritas) - 노르웨이선급협회
53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미국운수성인증
54 Eco-Labeling-EU환경마크
55

e-Mark(유럽연합차량용 부품안전 인증마크)
- 자동차용 electric-Mark 유럽연합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인증

56 Energy Star-미국 에너지스타
57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환경보호국인증

58 ESV(Earth Stations on Vessels) - 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
59 EU - MED (EU Marine Equipment Directive) - 유럽선박장비 인증
60 EU 2092/91(Organic EU 2092/91) - EU의 유기농식품인증
61

EU Directive 76/768/EEC(EU Directive 76/768/EEC) - 유럽 화장품유해물질
규제지침

62 일본친환경규격
63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64 FDA(Foodand Drug Administration) - 미국식품의약품국
65 FIMKO(Finenska Electriska

MaterielkontrollanstaAB) -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66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67 FTC(Fire Test Certificate) - 화염시험 국제인증
68 GL(Germanisher Lloyd ) - 독일선급협회
69 Gold Seal - 미국 음용수관련 인증
70 GOST(Gosstandart of Russia) - 러시아표준규격
71 GOST-K(Gosstandart of Russia - Kazakhstan) - 카자흐스탄 인증
72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 국제유기농 섬유 국제규격
73 GS(Geprueft Sicherheit) - 독일품질안전
74 GTT(Gaztransport & Techinigaz) - 프랑스GTT선급
75 HALAL(IFANCA HALAL Certification) - 이슬람 음식 및 영양협회
76 HC(Health Canada) - 캐나다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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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7
78

인증 및 인증기관의 명칭
HDMI(High -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 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규격
IAPM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 Mechanical Officials)
- 미국 배관자재관련 환경인증

79 IC(Industry Candada) - 캐나다산업성
80
81
82

IECEE(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 IEC안전규격상호인증
IECEx(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cheme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 국제 방폭상호인증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83 IMQ(IstitutoItalianodel Marchiodi Qualita) -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84 IRAM(Instituto Argentinode Racionalizacionde Materiales) -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85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 일본 유기제품 인증
86

JATE(Japan Approval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87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 - 일본표준규격
88 KEMA(KeuringVan Electrotechnische Materialen) - 네덜란드전기시험소
89 KOSHER(KOSHER) - 유대교식품적법인증
90 KUCAS(Kuwait Conformity Assurance Scheme) - 쿠웨이트 제품 적합 인증
91 LFGB(Lebensmittel - undfuttermittelgesetzbuch) - 독일 식품 및 음식용품법
92 LGA(Landesgewerbeanstalt Bayernin Germany) -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93 LPCB(Loss Prevention Certification Board) - 보안 및 화재예방인증
94 LR(Lloyd's RegisterofShipping) - 영국선급협회
95 MOH(Ministry of HealthP.R.China) - 중국보건부인증
96 MPA(Materialprüfanstalt) - 유럽 소비자보호 시험소
97

MPHPT(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 and Telecommunications)
- 일본 우정통신성

98

MPR2(Measure and Proof Radiation Board Standards) - 전자파 측정 및 검사
국제규격

99 NAL(Network Access License) - 중국통신인증
NCHRP(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 미국 고속도로관련 시설물 연구프로그램
NEMKO(Norwegian Board for Testing and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101
-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EPSI(Nation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Center for Explosion Protection and Safety
102
of Instrumentation) - 중국 방폭관련 인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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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 및 인증기관의 명칭

103 NF(Norm Francaise) - 프랑스표준규격
104

NFPA1971(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Standards)
- 가연성 제품의 화재방지 국제규격

105 NIJ(National of Institute of Justice) - 미국방탄복인증
106 NIM(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 중국계량과학원
107 NIOSH(NationalInstitute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08 NK(Nippon Kaijikyokai) - 일본선급협회
109 NOM(Norma Of icial Mexicana) - 멕시코제품안전규격
110

NOP(National Organic Program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유기제품인증

111 NPC(Noise Pollution Clearinghouse) - 미국위생도기규격
112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미국국가인정시험소
113 OE(Oragnic Exchange) -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14 Oeko-tex - 유럽섬유환경인증
115 OFTA(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 Authority) - 홍콩이동통신인증
116 OIML(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국제법정계량기구
117

PCI(PCI(Payment Card Industry) Security Standards) -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규격

118 PSB(SingaporeProductivityandStandardsBoard) - 싱가폴 생산성표준원
119 PSC(Product Safety Consume) - 일본 소비생활용제품 안전인증
120 PSE(Product Safety Mark for Electrical Appliances) -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121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 - 북미휴대폰인증
122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유럽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Auto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123 RINA(Registro Italiano Navale) - 이탈리아선급협회
124

RoHS(RestrictionoftheuseofcertainHazardousSubstancesinelectricalandelectronic)
- 유럽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2002/95/EC)

125 RS(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 러시아 선급협회
126 RTN(Rostekhnadzor) - 러시아 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127 RussiaHygienicConclusion(Russia Hygienic Conclusion) - 러시아위생증명
128 SAIGLOBAL - 호주품질보증협회(Q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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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 및 인증기관의 명칭

129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130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 미국 반도체제조 및
재료협회

131 SEMKO(SvenskaElektriska) - 스웨덴전기기기협회
132 SFDA(State Food & Drug Administration) -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133 SINCERT(SINCERT) -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134 SIRIM(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 말레시아표준산업규격
135 S-mark(SafetyMark) - 일본전기용품시험소
136 SolarKeymark(Solar Keymark) -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137 SP(Swedish National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138 SRRC(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139 TC(Transport Canada) -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140

TCO05(TCO(Tjänstemännens Central Organisation) Labelling)-정보사무기기
효율 국제인증

141 TELEC - (재)일본텔레콤엔지니어링센터
142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호주의약품규제기관
143 Toxproof(Toxproof) -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144 TRA(Tea Research Association) -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145 TUV(TechnischerU berwachungs Verine.v) - 독일 기술관리협회
146 UPC(Uniform Plum bingcode) - 미국배관및기계인증
147 USCG(USCoastGuard) -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148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 일본 전자파장애 자유규격협의회
149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rchnikere.v) - 독일전기기술자협회
150 Water Mark(Water Mark) - 호주배관제품인증
151 WHI(Warnock Hersey Mark) - 북미지역 건축자제인증
152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Approval) - 선급용접절차승인
153 WQA(Water Quality Association) - 미국수질협회
154 WRAS(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 영국수질협회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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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 및 인증기관의 명칭

155 3-A(3-ASanitary Standards) - 미국 낙농 및 시품 가공기기 인증
156 일본 ECO mark - 일본친환경제품인증
157 일본위생허가
158 중국계량과학원
159

중국수입첨가제등록(Registration of Imported Feeds and
- 수입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록제도

Feedadditives)

160 중국위생허가 -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161 ATEX -유럽방폭인증
162 KS 인증
163 KC 인증
164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
165 KEPIC 인증 - 전력설비(원자력발전소) 인증
166 MIL STD 인증
167 RTCA DO 160 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분야를 신청할 경우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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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참여기업 선정기준

[참여기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기업지원
적절성
(50)

기업 규모
(20)

평가구분

배점

사업다각화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사업다각화 가능성
고용효과
50인 미만
50인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100인 이상
100억
100억
400억
400억

매출

미만
이상
미만
이상

20점
20점
10점
10점
6점

신규 참여
(5)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건강보험 산출내역서

4점
10점
6점

- 재무제표 기준

4점
신재생에너지 분야, 탄소저감기술 분
야, 에너지절감기술 분야, 그린선박기
자재, 친환경 신소재, 중소기업우수제
품(GQ),
신기술(NET),
신제품(NEP)
분야 인증, 그린파트너십참여기업
공인 제품인증(KAS) 획득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특허·실용신안, 국민제안채
택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협업체참여
기업, 잠재혁신형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
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싱글 PPM, KS, ISO, 경영혁신형기업
등 품질시스템인증

녹색기술인증 선도기업

5점

기술혁신형 기업

5점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5점

수출실적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5점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 $10,000당 1점씩 가점

해외마케팅

5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시장개척단 파견기
업,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전
시회 참여기업

기업지원 신규 참여기업

5점

사업다각화 기업지원 신규참여기업

기술․품질
(15)

수출 기여도
등
(10)

평가방법

총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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