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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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R-001
현

행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
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약어로
“KOLAS” 또는 영문 명칭으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이
라 칭할 수도 있다. 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정
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요
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
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
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
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신·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제1조(목적) ---------------------- 자구수정
------------------------------------------------------------------------------------------------------------------------------------------------------------- 한국인정기구-----------------------------------------------------------------------------------------------------------------------------------.
제2조(용어의 정의) ---------------- 자구수정
--------------------------------다음 각 호의 ---------------------------------------------------------------------------------------------------. --------------------------------- 1 -

비

고

다.
---.
①“한국인정기구”란 법 및 국제표준 관련 1.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 조항체계 변경 및 신규 인정분야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 다)”란 ------------------------ 도입 반영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 ----------------------------생산, 메디컬시험, 제품인증을 수행하는 ------------ 생물자원은행, ----,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다.
----------를 말하며, 이에 대한 영
문표기는 Korea Laboratory Accredit
ation Scheme이며, 약어로는 KOLAS
라고 하고, “콜라스”라고 읽는다.
②“KOLAS 공인기관”이란 한국인정기 2.----------------------------구로부터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 ----------------------------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에 대해 -----------------------생물자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다음 각 호 원은행, 제품인증---------------의 기관을 말한다.
-------------------- 각 목-------------.
1. ∼ 6. (생 략)
가. ∼ 바. (현행 1. ∼ 6.과 같음)
<신 설>
사.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 KO
LAS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J ISO 20387의 요구사항을 충족하
여 KOLAS로부터 생물자원은행분
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
③“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란 한국 아.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 KO
인정기구로부터 제품인증에 대해 인정
LAS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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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한 공인제품인증기관을 말한다.
④“인정스킴”이란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KOLAS 공인기관의 인정과
관련된 규칙 및 프로세스를 말하며 한
국인정기구의 인정스킴은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제품인증으로 분류한다.
⑤“인정정보통합시스템”이란 인터넷으
로 신청, 제출 및 평가 등 KOLAS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업무처리 시스템
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과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내
에 한국인정기구를 둔다.
②ㆍ③ (생 략)

Q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KOLAS---- 제품인증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3. ------------------------------------------------------------------------------------------------------------------------------------------------------생물자원은행, -------------------.
4. ---------------------------------------------------------------------------------------------------------------------.
제3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 자구수정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기구----------.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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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정기구의 업무) ①인정기구의 장
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생 략)
2.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
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인증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
한 사항
6.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ㆍ8. (생 략)
9.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제4조(인정기구의 업무) ① ----------------------------- 다음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공인기관 ----------------------------------------------------------3. ------ 공인기관 -------------------------------------------------------------4. ------ 공인기관 --------------------------------------------------------------5. ------ 공인기관------------------------------------------------6. ------ 공인기관--------------------------------------------7.ㆍ8. (현행과 같음)
9. ------ 공인기관 -------------- 4 -

자구수정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화
에 관한 사항
10.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
인제품인증기관 인정업무 수행에 필
요한 사항
② (생 략)
제5조(인정기구 운영기준) ①제3조 규정
에 의한 인정기구는 법, 영 및 이 요령
에서 정한 규정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
SO)에서 정한 “ISO/IEC 17011” (적합
성평가-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
구사항)과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
AC) 및 국제인정협력기구(IAF)에서 정
한 지침문서, 그 밖에 국제기구에서 정
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KOLAS ----------------------------------11. ---------- 공인기관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인정기구 운영기준) ① 제3조의 ------------------- 법, 같은 법 시
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KOLAS 공인기관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 ------------------------------ 5 -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자구수정

KOLAS/KAS 통합 반영 및 평가
사 자격심의위원회 신설

여 인정위원회, 인정제도위원회, 교육훈 -----------------------------련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둔 -----------------------------다.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
②기술위원회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 1]의 각 인정스킴 인정분야 중 대
분류별 및「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
정제도 운영요령」(KAS-R-002) [별표
1]의 각 인정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
전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등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추가 또는 통합
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인정과 관련된 세부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생 략)
1. KOLAS 공인기관 또는 KAS 공인제

② ---------------------------- KOLAS/KAS 통합 반영
----------------------------별표 1------------------------대분류별로 구성(다만, 제품인증 분야
는 각 인정분야별로 구성)하되---------------------------------------------------------------------------------------------------------------------.
③ ----------------------------------<삭 제>--------------------------------------------------.
제8조(위원회 심의) ------------------------------------------.
1. (현행 ①과 같음)
가. KOLAS 공인기관 ----------- KOLAS/KAS 통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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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인증기관 인정 또는 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등의 처
--------------------------분에 관한 사항
2. 평가사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자
(삭 제)
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나. (현행 3. 과 같음)
② (생 략)
2. (현행 ②와 같음)
1. ∼ 4. (생 략)
가. ∼ 라. (현행 1. ∼ 4.와 같음)
③ (생 략)
3. (현행 ③과 같음)
1. ∼ 3. (생 략)
가. ∼ 다. (현행 1. ∼ 3.와 같음)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신 설)
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
한 사항
나.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5. (현행 ④와 같음)
1. (생 략)
가. (현행 1. 과 같음)
2. (생 략)
다. (현행 2. 와 같음)
3. 숙련도시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나. 인정스킴운영과관련된기술적인사항
4. ∼ 5. (생 략)
라. ∼ 마. (현행 4. ∼ 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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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신설에 따
른 심의사항 조정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신설에 따
른 심의사항 규정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⑤위원회 위원은 인정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
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서약하여야 한
다.
⑥ (생 략)
제10조(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 ① (생
략)
1. (생 략)
2. 이 요령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해석기
준 또는 지침
3. ∼ 4. (생 략)
5. 그 밖에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지침
②사무국 직원, 평가사, KOLAS 공인기
관 및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인정업무
관련자는 품질문서를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을 ----할 것을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 ① (현
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인정기구의 운영요령과 ------------------------------3. ∼ 4. (생 략)
5. ------------- 공인기관 --------------------------------------② -------------- 및 KOLAS 공인
기관의 인정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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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수정

자구 수정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③ㆍ④ (생 략)
제11조(기록유지) ①인정기구의 장은 KO
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인증
기관 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품질
기록을 인쇄물 또는 인정정보통합시스
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록유지) ① ---------------- KOLAS/KAS 통합 반영
--- 공인기관 --------------------------------------------------------------------------------------------------------------.

1. (생 략)
2.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인증기관 인정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
력 관리
3. (생 략)
4.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인증기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5. ∼ 7. (생 략)
8. KOLAS 공인기관 및 KAS 공인제품
인증기관의 현황 및 인정범위, 인정일
자
9. (생 략)
②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이 수여된 기

1. (현행과 같음)
2. ------ 공인기관 -------------- KOLAS/KAS 통합 반영
---------------------------------3. (현행과 같음)
4. ------ 공인기관 -------------- KOLAS/KAS 통합 반영
------------------------5. ∼ 7. (현행과 같음)
8. ------ 공인기관--------------- KOLAS/KAS 통합 반영
-----------------------------9. (현행과 같음)
② -------------- 인정기관의 ---- 9 -

관의 일반현황, 인정수여일자, 인정범 ----, 인정일자, ------------------위 등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이를 상호인정협정 체
결국 및 관련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인력의 관리) ① ∼ ④ (생 제12조(평가인력의 관리)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그 밖에 평가사의 자격요건, 등록기 ⑤ ---------------------------준 및 절차, 직무수행규범, 등록취소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시험기관인정 -----------------------------협력체(ILAC) 또는 국제인정협력기구 -----------------------------(IAF)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인정 -----------------------------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KOLAS ------------------ 「KOLAS 평가 KOLAS/KAS 통합 반영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KOLAS
관한 운영요령」 또는「KAS 평가사와 -R-004)-----------------------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 -----------------------------영요령」(KAS-R-004)에 따른다.
-------------------------.
제13조(경영시스템 검토) (생 략)
제13조(경영시스템 검토) (현행과 같음)
제14조(상호인정협정) ① (생 략)
제14조(상호인정협정) ① (현행과 같음)
②KOLAS 공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②----------------------------의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해외 인정 ------------------------------ 10 -

기구의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보고서, 표준물질
인증서 및 제품인증서(이하 “해외 공인
성적서”, “해외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보
고서”, “해외 표준물질인증서”, “해외
제품인증서”라 한다.)는 KOLAS가 인
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외 공인성적서, 해외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보고서, 해외 표준물질인증서
및 해외 제품인증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 방법(숙련도시험의 경우 스
킴) 및 제품을 적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
까지로 한다.

--------------------- 공인성적서,
-------------------- 표준물질인
증서, 생물자원 인증서, 제품인증서---------------------------------------------------------------------------------------------------------------------------------------------. 다만, ----------------------------------------------------------------------------------------------------------------------------------.
제16조(요령의 재검토) -----------------------------------------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
지 -----------------------------------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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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인정분
야 도입 반영

자구수정

요건 현행화

KOLAS-R-002 KOLAS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표준기본
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6
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제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약
어로 “KOLAS” 또는 영문 명칭으로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
me” 이라 칭할 수도 있다. 이하 “인정
기구”라 한다.)의 공인기관 인정제도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
의와 다음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이 요
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
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
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
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①“한국인정기구”란 법 및 국제표준 관
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
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
질생산, 메디컬시험기관, 제품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
구를 말한다.
현

행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신· 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 자구수정
---------------------------------------------------------------------------------------------------------------------------------------------------- 설치한 ----------------------------------------------------------------------------------------------------------------------------------- 인정제
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함을 --------.
제2조(용어의
정의)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 용어정의 통합
S-R-001) 제2조(용어의 정의) 및 ---- 각 호에 따른다. --------------------------------------------------------------------------.
① ∼ ③ <삭 제>
용어정의 통합에 따른 문구 삭제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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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비

고

②“KOLAS 공인기관”이란 한국인정기
구로부터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
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에 대
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KOLAS 공인교정기관 : KOLAS에
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
C 170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KO
LAS로부터 교정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을 말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
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KOLAS 공인시험기관 : KOLAS에
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
C 170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KO
LAS로부터 시험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3. KOLAS 공인검사기관 : KOLAS에
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
C 17020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KO
LAS로부터 검사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4.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
KOLAS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43의 요구사항을 충족
하여 KOLAS로부터 숙련도시험운영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5.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K
- 13 -

OLAS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A ISO 1703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KOLAS로부터 표준물질생산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하다.
6.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KOL
AS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P IS
O 1518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KO
LAS로부터 메디컬시험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③“인정스킴”이란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KOLAS 공인기관의 인정과
관련된 규칙 및 프로세스를 말하며 한
국인정기구의 인정스킴은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제품인증으로 분류한다.
④ (생 략)
⑤“KOLAS 인정마크”란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하
며, 이 마크에는 KOLAS 로고에 공인
기관의 인정번호 및 인정스킴이 함께
표시된다.
⑥“ILAC-MRA 조합마크(Accredited
CAB Combined ILAC-MRA Mark)”란
KOLAS 공인기관이 인정의 지위를 나
타내기 위하여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사
용의 승인을 받아 KOLAS 인정마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ILAC-MRA 마크
를 말한다.
<신 설>

1. (현행 ④와 같음)
2.-----------------KOLAS 공인기 자구수정
관임을 ------------------------------------------------------------------------------------------------.
3.------------------------------------------------------------------- -------(“제품인증기 자구수정
관”은 제외)이 인정의 지위를 나타내
기 위하여 ----------------------------------------------------------------------------.
4. “IAF-MLA 조합마크(Accredited C KOLAS/KAS 통합 따른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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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Combined IAF-MLA Mark)”란 신설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이 인정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인정기구로
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KOLAS 인
정마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IAF-M
LA 마크를 말한다.
⑦“인정정보통합시스템”이란 인터넷으 <삭 제>
용어정의 통합에 따른 문구 삭제
로 신청, 제출 및 평가 등 KOLAS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업무처리 시스템
을 말한다.
⑧ “신청기관”이란 인정기구로부터 인 5. --------------------- 인정을 정평가를 받기 위해 인정신청을 한 기 ------ 신청을 --------------. 관을 말한다. 다만, 이 용어는 이 요령 ----------------------------에서 사용될 때마다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관 ----------------------------모두에 해당된다.
-----.
⑨“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이 6. ---------------- KOLAS 공인 용어정의 명확화
란 공인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기관이 인정받은 적합성평가 활동에 사
서 인정받은 시험 또는 교정활동을 목 용하는 측정기기 등에 대해 측정소급성
적으로 표준기 또는 측정기기에 대해 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사용 목적(인정
측정소급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 범위에 미포함)으로 수행하는 교정을
로 수행되는 교정을 말한다. 이는 내부 말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인정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다.
⑩ (생 략)
7. (현행 ⑩과 같음)
<신 설>
8. “KOLAS 공인성적서”란 KOLAS 공 KOLAS-R-006에서 용어정의 이
인기관이 인정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 동
LAS 인정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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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정분야 및 인정범위) (생 략)
제4조(평가 및 인정기준) ① KOLAS 공인기
관의 평가 및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법, 시행령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만, 각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준 외에 국제표준
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또는 가이
드, 또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공인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지침문서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
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기
술된 기준 이외에 기술적 신뢰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KOLAS 공인기관에 별
도의 기술지침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침은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숙련도시험 등) ① KOLAS 공인기관
중 교정, 시험 및 메디컬시험기관으로

성적서,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메디
컬시험 결과보고서,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보고서, 표준물질인증서, 생물자원
인증서 또는 제품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인정분야 및 인정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평가및인정기준) ① ------------- 자구수정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
칙과 ---------------------------------------. -----------------------------.
② ---------------------------- 자구수정
---------------------------------------------------- KOLAS
공인기관 ------------ 지침 등의 문
서를 ----------------------------------------------------------------------.
③ ---------------------------- 자구수정
------------------------------------------------------------ 기술 지침 등을 ---------. --------, 이 지침 등은 -----------------------------------.
제5조(숙련도시험 등) ① ------------------------------------------- 16 -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신청에
앞서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
시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
정심사에 참가하여 측정능력을 입증받
아야 하고, 그 실적을 인정신청 시 제출
하여야 한다.
②KOLAS 공인기관은 인정분야의 측
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
하여 인정분야의 중분류별(메디컬은 대
분류별)로 인정기구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시험기관(자)간 또는 측정
심사에 주기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인정절차 안내) (생 략)
제7조(신청기관의 요건) ①법 제8조에 따
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기관
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
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적합성평가
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누구든지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부정행위,
정보의 위조, 인정 요구사항의 고의적
인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인정기구의

------------ 신청기관은 ----------------------------------------------------------------------------------------------------------------------------------------.
② ---------------------------- 자구수정
-------------------------- 위하
여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절차 안내) (현행과 같음)
제7조(신청기관의 요건) ① 신청기관은 자구수정
법 제8조에 따라 -------------------------------------------------------------------------------------------------------------------------------------------------------.
② 신청 또는 평가 프로세스의 어떤 시 KOLAS-R-003의 문구 이동
점에서든 부정행위의 증거가 발견되거
나 신청기관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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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프로세스 공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는 인정
를 종료하여야 한다.
기구의 장은 신청을 반려하거나 평가프
로세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신청 및 평가) ①신청기관은 제8조(인정신청 및 평가)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 제6조제1항 및 이 요령의
및 본 요령의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인정 -----------------------------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신청 -----------------------------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서는 별도 제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평가결과 심의) ①인정기구의 장은 제9조(평가결과 심의) ① -----------인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 ---- 신청기관------------------치 확인결과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인정위원회는 인정신청서, 평가보고 ② -----------------------------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 결과와 ---- 신청
인정신청자가 공인기관으로서의 수행 기관이 KOLAS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 인정위원회는 인정심의
에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 인정
스킴별 기술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 ③ ---------------------------라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 -----------------------------류, 인정불가, 인정정지, 인정취소 중 ----------------------- 등을 -선택하여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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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 수정
절차 구체화
자구수정

④ 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보
류로 판정된 경우 신청 기관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인정위원회에 재상정토록 한다.
<신 설>
⑤ 인정기구의 장은 심의결과가 인정불
가, 인정정지, 인정취소로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
이 불가, 정지, 취소함을 통보한다.
⑥법 시행령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
의 위탁)에 따른 부정행위조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본 요령
제17조(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
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인정 및 공고) (생 략)
제4장 KOLAS 공인기관의 정기검사,
인정범위 확대 및 재평가
제11조(KOLAS 공인기관 유효기간) 법
제9조에 따라 KOLAS 공인기관 인정

④ ------------------------------------------------------------------------------------------------ 재상정하여야 ----.
⑤ 신청기관이 현장평가에 대한 시정조
치가 불가함을 인정기구에 통보하는 경
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 인정정지 또는 인정취소로 ---------------------------------------, 정지 또는 취소를 --------.
⑦ -------------------------------------------------------------- 이 요령 제17조의 ---------------------------------------------------. 다만, 인정위원회가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정 및 공고) (현행과 같음)
제4장 KOLAS 공인기관의 정기검사,
인정 분야 변경(인정범위 확대 포함) 및
재평가
제11조(KOLAS 공인기관 유효기간) -------------------------------- 19 -

자구수정
문구 현행화
자구수정

절차 구체화
자구수정

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
으로 하며, 인정범위 확대 시에는 기존
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인정분야 변경 등) ①KOLAS 공
인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
정분야 및 범위(측정범위, 표준, 시험
항목ㆍ물질, 소재지 등)를 확대하는 경
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인
정 분야 확대”로 신청해야 한다.
②인정분야 및 범위 축소, 주요한 항목
이나 기술적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규
격 최신화, 유사규격 추가 및 교정 측정
불확도 변경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정 분야 변경”으로 신
청해야 하며, 소재지와 주요 설비의 변
경 및 이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그밖의 변경”으로 신청해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
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
다.
1. 인정 분야 확대 신청시 동일 중분류
에 대해 최근 6개월 이내에 현장평가
가 이루어진 경우 문서심사 생략 가

------------------------------------- 인정 분야 ---------------------------------.
제12조(인정 분야 변경 등) ①------------------------------------------- 또는 -----------------항목ㆍ물질, 제품-------------------------------------------------------------------.
② ----------------------------------------------------- 규격
및 인증기준 최신화, 유사규격, 인증기
준 추가 또는 ----------------------------------------------------------------------------소재지, 주요 설비의 변경 또는 -------------------------------------------------.
③ ----------------------------- 방법은 ---------------------------------------. ----------------------- 경우에는 -------------------------------.

자구수정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자구수정

1. ---------------------------- 문구 구체화
------------------- 문서심사를
포함한 현장평가--------- 경우에
- 20 -

능
2. 인정분야 및 범위 축소, 주요한 항목
이나 기술적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규격 최신화 및 유사규격 추가의 경
우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공고 생략
가능
3. 소재지 변경 및 주요 설비가 이동한
경우 서류평가 및 공고 생략 가능
4. 교정 측정불확도가 변경되는 경우
서류평가 및 공고 생략 가능
제13조(정기검사 등) ①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실시를
위해 매년 초 공인기관별로 정기검사
일정, 당해 연도 기술평가분야 등에 대
한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 전에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 확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는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는 ----------------2. --------- 또는 ------------------------------------------------------------------------ 경우에는 문서심사---------------------3. ----------- 또는 -----------경우에는 문서심사 ------------4. ------------------------ 경우
에는 문서심사 --------------제13조(정기검사 등) ① -------------------------- 정기검사를 실시하
기 위하여 ----- KOLAS ---------------------------------------------------------------------------------------------.
②---------------------------평가를 ----------------------------------------------. 다만, 인
정범위 확대를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신
청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
터 3개월 전까지 확대평가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제3 ③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 -----------------------------을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특별검사를 실 ------------ KOLAS 공인기관에
- 21 -

문구 현행화
문구 현행화
문구 현행화
자구수정

문구 현행화

시할 수 있다.
대하여 ------------------------.
1.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행한 1. ------------- 성적서(인증서)--정황이 발견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증업체 또는 인증마크 부착제품으
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신 설>
5. 불만사항 조사에 대한 부정적 결과
가 예견되는 경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재평가) ① KOLAS 공인기관은 제14조(재평가) ①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인정정보통합 -----------------------------시스템을 통해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 -----------------------------가와 인정범위 확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평가서류를 통합하 -----------------------------여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인정심의는 재 -----------------------------평가 부분과 인정범위 확대 부분을 분 -------------------------.
리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변경신고) ① KOLAS 공인기관은 제15조(변경신고)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변경사항(표준물 -----------------------------질 생산의 경우, 위탁기관 관련 변경사 -------- 경우에는 -------------- 22 -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자구수정

자구수정

항 포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 운영요
령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하
며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인정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KOLAS 공인기관은 대표자, 품질책
임자, 기술책임자(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의 경우, 운영책임자)의 변경 신고 시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기
관 변경사항 신고서 신고(신청)사유에
인력변경 비교 내용을 작성하고 본 요
령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책임자, 기
술책임자)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폐업 사실의 통지)
① · ② (생 략)
③ 해당 기관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 휴
업을 할 경우 1회에 최대 6개월 내로
하며, 2회까지만 휴업을 할 수 있다.
④공인기관이 휴업 후 그 업무를 재개
하고자 할 경우 휴업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휴업기간 만료일 1개월 이
전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정기구의 장은 필요하다

------------------------ 이 요령
에 따라 -----------------------------------------------------------------------------------------------------------------------------------------------------------------------.
② ---------------------------- KOLAS/KAS 통합 반영
-----------(-----------------경우에는 운영책임자, 제품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책임자)-------------------------------------------------------------------------------------------- 이 요령 ----------------------------------------------------------.
제16조(휴업·폐업 사실의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KOLAS 공인기관이 ----------- 자구수정
----- 하는 경우에는 ---------------------------------------------- .
④ KOLAS --------------------- 자구수정
------------- 경우에는 ------------------------------------------------------------------------------------------------ 23 -

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품질경
영시스템과 기술적 요건에 대하여 인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를 평가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13조와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인기
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및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
인력·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
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의
결함분류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신청기관의 귀책사유(갱신신청의 지
연으로 정상적인 평가가 유효기간을 초
과한 경우, 기관사정으로 인한 평가연
기 등)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지나서 평가가 진행되는 KOLAS 공인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갱신 인정
공고일까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의 사용을 중지한다.
③인정기구의 장은 인정표시 및 공인기
관 명칭의 사용중지 또는 인정취소 등
의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
라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요청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 경우에는
--------------------------------------------------------------------------------.
제17조(행정처분 등) ① ----------------------------------- KOLAS
공인기관 --------------------------------------------------------------------------------------------------------------------------------------------.
② ----------------재평가 신청-- 자구수정
-------------------------------------------------------------------------------------------------------------------------------------------------------------------KOLAS 공인기
관 ---------------.
③ --------------------- KOLAS 자구수정
공인기관 ------------------------------------------------------------------------------------------------------------------------------- 경우에는 -------------------------------------------------------------- 24 -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⑦인정기구의 장은 인정표시 및 공인기
관 명칭의 사용중지, 인정취소 등의 처
분을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6
항 제1호, 제3호, 처분사항 및 범위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인정기구의 장은 인정표시 및 공인기
관 명칭의 사용이 중지된 공인기관의
인정자격 재개 시에는 현장평가 또는
해당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
키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18조(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①인정제
도 운영 또는 평가사 등록 등과 관련하
여 인정기구 또는 공인기관에 이의, 불
만이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
기할 수 있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이해당사자로부터
불만을 제기 받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불만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KOLA
S 공인기관 -----사용중지 또는 인정
취소-------------------------------------------------------------------------------------------------------------.
⑧ ---------------------- KOLA
S 공인기관 -------------------KOLAS 공인기관----------------------------------------------------------------------------------------------------------.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① ------------------------------------------------ KOLAS 공인기관------------------------------------------------.
② ----------------------------------------------- 경우에는 ------------------------------------------------------------ 25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한다. 다만, 제기된 불만사항이 KOLA
S 공인기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인정기
구는 해당기관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책임자) ①KOLAS 공인기관
은 공인분야의 업무수행능력과 경영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KOLA
S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해당분야별로 기술책임자(숙련도
시험운영기관의 경우 운영책임자에 해
당, 이하 기술책임자의 의무와 동일하
게 적용)와 관련 부책임자를 임명하여
야 한다.
②기술책임자는 해당분야 성적서(표준
물질의 인증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 운영결과 보고서를 포
함)와 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
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성적서에 서
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⑥ (생 략)
제20조(품질책임자 및 내부심사자) ① ∼

---------------------------------------------------------------------------------------------------.
③ ------------- KOLAS 공인기관
(신청기관을 포함)으로부터 ------------------------------------------------------------------------------------.
제19조(기술책임자) ① ---------------------------------------------------------------------------------------------------------------------------------------------- 운영책임자, 제품인증
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책임자에 해당하
며-----------------------적용한
다.------------------------.
② -------------- KOLAS 공인성
적서----------------------------------------------- KOLAS 공
인성적서--------------. 다만, 제품
인증서는 제외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품질책임자 및 내부심사자)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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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현행화

KOLAS/KAS 통합 반영
자구수정
KOLAS/KAS 통합 반영

③ (생 략)
④내부심사자는 해당 분야(시험, 검사
등)의 KOLAS 평가사(기술평가사 이
상) 자격을 갖추거나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내부심
사자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실무자) (생 략)
제22조(KOLAS 공인기관의 의무)
① (생 략)
② KOLAS 공인기관은 모든 소재지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검
증하기 위해 인정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
조하여야 한다.
④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발행한 모든 성적서 및
인증서와 이와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내부심사자는 공인기관 내에서 업무 내부심사자 요건 의미 명확화
의 독립성을 확보한 자이어야 하며, ---------------------------------------------------------------------------------. 다만, KO
LAS 공인기관 내에서 내부심사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K
OLAS 평가사(기술평가사 이상) 자격
을 갖춘 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실무자) (현행과 같음)
제22조(KOLAS 공인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정기구가 요청하는 경
우에는 ----------------------------------.
④ ---------------------------- 자구수정
--------------------- 성적서(인
증서)---------------------------------------.
⑤ 제품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KOLAS/KAS 통합 반영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6개
월마다 인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2월과 8월에 한다. 다만,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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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인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23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 자구수정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라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
나 인정을 언급할 때는 인정기구의 장
이 별도로 고시한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
령」(KOLAS-R-006)을 준수해야 한
다.
제24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업 자구수정
무처리) -------------------------------------------------------------------------------------------------------------------------------. <단서 삭제>

제23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의 언급)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정을 언급할 때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고시한 「KOLAS 인정마크 사
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
령」(KOLAS-R-006)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한 업
무처리) 이 요령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평가서류 등을 인정기구의 장
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
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인
지를 붙여야 하는 신청서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교정의 일반수칙) ① · ② (생 략) 제25조(교정의 일반수칙)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교정은 교 ③ --------------------------- 자구수정
정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가 해당 교정 능력을 갖춘 적절한 자에 의
적정한 환경조건하에서 유효성이 검증 해 수행되어야 하며, -------------된 교정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하여 --------------------확인된----야 하며, 고정표준실이 아닌 현장에서 ------------------------.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 28 -

별도로 고시하는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 기술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
다.
④ (생 략)
제26조(교정방법의 개발) ① (생 략)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해 협회에서 제출한 교정방법이 KSQI
SO/IEC 17025(ISO/IEC 17025)에 기술
된 방법에 따라 유효성 검증이 적합하
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교정방법의 내용 및 절차의 변경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
까지로 한다.
별표 1. KOLAS 공인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
<신 설>
<신 설>
별표 2.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
<신 설>
<신 설>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교정방법의 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 ------------------------------------------------------------------------------------------------------- 확인-------- 자구수정
---------------------------. ----------------------------------------------------------------------.
제27조(요령의 재검토) -------------- 요건 현행화
----------------------------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
지 -----------------------------------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KOLAS 공인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
7.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8.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별표 2. KOLAS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
7.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8.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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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인정분
야 반영
KOLAS/KAS 통합 및 신규인정분
야 반영

별표 3.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서류
<신 설>
<신 설>
별표 4. 결함의 분류
치명적 사항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공인기관에서
행하는 경우
<단서신설>
<신 설>

중대한 사항
<신 설>

<신 설>

별표 3.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서류
7.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8.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별표 4. 결함의 분류
1. 치명적 사항
사.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
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공인기관에
서 행하는 경우(인정행위에 대한 입증
된 근거가 있고 공인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인
정규정을 위반한 경우)
아. ISO 26000과 같이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으로 인증을 제공하거나 주장
하는 등 인증을 오용하는 경우(입증된
근거가 있고 인증기관이 의도적으로 허
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인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중대한 사항
마. 인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인정행위 또
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공인기관에
서 행하는 경우(인증기관의 행위가 인
정기구의 ISO/IEC 17011 4.4.11에 대
한 위반을 초래하거나, 인정표시의 오
용 및 오기로 인한 잘못된 홍보를 초래
한 경우)
바. ISO 26000과 같이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으로 인증을 제공하거나 주장
하는 등 인증을 오용하는 경우(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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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인정분
야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에 따라
처분기준 구체화

별표 5.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2. 학력 및 경력요건
<신 설>
<신 설>
별표 6. 실무자의 자격기준
1. 학력 및 경력요건
<신 설>
<신 설>
2. 실무자의 업무능력과 평가요건
<신 설>
<신 설>

의 행위가 인정기구의 ISO/IEC 17011
4.4.11에 대한 위반을 초래하거나, 인정
표시의 오용 및 오기로 인한 잘못된 홍
보를 초래한 경우)
별표 5.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2. 학력 및 경력요건
마.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별표 6. 실무자의 자격기준
1. 학력 및 경력요건
바.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사.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2. 실무자의 업무능력과 평가요건
바.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사.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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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인정분
야 반영
KOLAS/KAS 통합 및 신규인정분
야 반영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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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인정분
야 반영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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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인정분
야 반영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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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변경 및 문구 구체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서식 변경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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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R-003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
도 운영요령」(KOLAS-R-002)에서 규
정하고 있는 KOLAS 공인기관의 인정
신청 및 평가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
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
라 본 요령의 일부 평가 및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2. 인정 신청
2.1 인정 신청
2.1.1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
으려는 자 또는 인정을 유지하고자 하
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신청서 및 「K
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02)에 규정된 각 인정스
킴별 구비서류를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을 통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 자구수정
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에 따라 ---------------------------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경우에는 이 요령의 -------------------------------------------.
제2조(인정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인정 문구 명확화
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다만, 신청서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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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야 한다.(다만, 신청서는 별도 제출)
2.1.2 인정신청 시 소재지의 표기
(1) 본사 : 공인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법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 사업장소재지 :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 활동 일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으
로 소속된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곳
(3) 부속시설(시험실 또는 표준실) : 사
업장 소재지 관리 하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조직 내에서 관리 주체 등을 명
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곳
2.2 신청비용산정 및 납부방법
2.2.1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신청수수료와 평
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범위 확대,
정기검사, 재평가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1) 신청수수료 : 50,000원
(2) 문서심사비용 : 평가수당 × 3일 (+ 평가
수당 × 2일, 필요한 경우)
(3) 현장평가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
(인․일) + 출장여비
○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
1조 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우편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시 소재지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3. ------------------------- : ----------------------- 또는 --------- 적합성평가활동의 일부를 수행
하는 곳으로 ----------------------------------------제3조(신청·평가 비용산정 및 납부방법)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
1. ----------------2. ----------------------평가일수
(인·일)
3. --------------------------------------가. --------------------------------------------------------------------- 특급기술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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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문구 명확화

자구수정
자구수정

○ 출장여비
- 국내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
비(공무원 5급 기준)
- 국외 : 실비지급
2.2.2 납부방법
신청수수료는 인정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문서심사비용과 평가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내에 평가계획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한다.
2.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
관의 장이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2.
2.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3 인정범위 확대 및 재평가
2.3.1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
확대평가 또는 갱신을 위한 재평가의
경우에도 2.2.1항 및 2.2.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교정, 시험(메디컬시
험을 포함) 또는 검사 등의 방법에 대해
서만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하
는 경우에는 이미 인정받은 방법과 인
정범위 확대로 인정받을 방법을 비교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인정기구
의 장이 현장평가를 생략한 경우에 있
어서는 평가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2.3.2 2.3.1의 규정에 의한 인정범위 확
대의 경우에는 교정, 시험(메디컬시험

하는 금액을 ------------.
나. 출장여비는 국내의 경우 --------------------------------------에 따르며, 국외의 경우 실비로 지급
한다.
②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
③ ---------------------------------------------------------- 또는 -------------------------------------------------------------- 제1항--------------------.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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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을 포함) 또는 검사 등의 방법에 대한
유사성 및 난이도 등을 판단하여 인정
기구의 장이 현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2.4 문서심사
2.4.1 인정기구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KOLAS 평가사와 기
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
요령」(KOLAS-R-004)에 의한 선임평
가사, 평가사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
에게 인정기준과의 적합성유무에 대해
문서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문서심사를
의뢰받는 자 또는 문서심사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에 대하여 기술평가
사 및 기술전문가에게 문서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기술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의 검토가 필요한 문서 중 문서심사 시
검토되지 않은 문서 또는 추가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현장평가에서 반드시 심
사를 수행한다.
<4.1.1에서 이동>

⑤ 제4항에 따라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
제4조(문서심사) ①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KO
LAS-R-004)--------------------------------------------------------------------------------------.
② --------------------------------------------------------------------------------------------------------기술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에게 ---------------------기술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의 --------------------------------------------추가적으로 확인이 ------------------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문서심사 활동에 소요되
는 최소평가일수(인·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
요도에 따라 기술문서심사가 필요한 경
우 2인·일을 추가할 수 있다.
1. 신규평가 또는 재평가 : 1인·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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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문서명 변경 반영

자구수정

조항 위치 이동

2.4.2 문서심사를 의뢰받는 자 또는 문
서심사자는 신청기관의 인정신청서류
와 품질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분
야별 별지 서식의 문서심사 체크리스트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4.3 문서심사를 의뢰받는 자 또는 문서심
사자는 문서심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
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해당
분야별 별지 서식의 보완요구서(문서심사)
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정기구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정범위확대평가 : 1인·1일
④ ------------------------------------------------------------------------------ 인정스킴별 자구수정
--------------------------------------------.
⑤ ---------------------------------------------------------------------------------------- 인정스킴별 ------------------- 자구수정
---------------------------------------------------------.

2.4.4 (생 략)
2.4.5 보완요구서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은 보
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인
정기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기구
장은 보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관
련문서를 통해 검토하여 확인한다. 재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2주 내
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현행 2.4.4항과 같음)
⑦ --------------------------------------------------------------------------------------------- 인정기구의 장------------- 자구수정
-----, 인정기구의 장-----------------------------------------------------------------------------------------------------------------------.
2.4.6 인정기구의 장은 2.4.4항 및 2.4.5항에 ⑧ -------------- 제6항 및 제7항-- 자구수정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 ------------------------------- 40 -

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⑨ (현행 2.4.7과 같음)
2.4.7 (생 략)
2.5 신청서류의 변경 및 철회
제5조(신청 변경 및 철회) ① --------2.5.1 신청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인정기구의 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2.5.2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이 현장 ② ---------------------------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 ------------------------------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 철회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철회를 승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 인하지 아니하고 인정위원회에 상정한
평가를 중단하고 공인기관 인정이 부적 다.
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1. 현장평가가 진행 중에 철회를 신청하
아니한다. 신청이 반려되거나 평가가 중 여 현장평가가 중단된 경우
단된 경우, 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2. 현장평가가 완료된 후 철회 신청을
평가(문서심사 및 현장평가)가 진행된 한 경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비용을 납부하여 ③ 신청이 철회되거나 ------------야 한다.
경우에는 ------------------------------------------------------------------------------.
2.5.3 신청 또는 평가 프로세스의 어떤 <삭 제>
시점에서든 부정행위의 증거가 발견되
거나, 신청기관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경우, 인정
기구의 장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평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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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문구 명확화

문구 명확화
KOLAS-R-002와 중복조항으로
삭제

로세스를 종료하여야 한다.
2.6 평가계획서 수립, 통보 및 평가계획
조정
2.6.1 예비방문
2.6.1.1 다음의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문서심사자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은 예비방문을 통하여 신청
기관의 적격성과 시스템의 결함을 사전
에 파악할 수 있다.
예비방문을 위한 절차는 신청기관의 동
의를 받아 현장평가와 동일하게 수행하
며, 자문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비방문 결과는 적절한
양식으로 KOLAS 사무국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2) (생 략)
<2.6.1.1에서 이동>

제6조(예비방문) ① 인정기구의 장은 다 자구수정
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기 위한 예비방문을 문서
심사자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이 실
시할 수 있다.
<②항으로 이동>

1., 2. (현행 (1), (2)와 같음)
② ---------------------------------------------------------- 조항이동
-----------------------------------------------------------------------------------------.
③ ---------------------------- 자구수정
----------------------------------------------------------------------------------.

2.6.1.2 예비방문 결과, 신청기관의 적
격성 및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
된 경우, 신청기관에게 명확한 사유를
통보하고, 인정을 위한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2.6.2 인정기구의 장은 문서심사를 실시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통보‧조정) ①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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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요건에 적합하거나, 부적합사항
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개
시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비고) 평가기법에는 현장평가, 원격
평가, 입회, 문서검토, 파일검토, 측정심
사, 숙련도시험 및 기타 시험소 간 비교
의 수행도 검토, 유효성확인 심사, 불시
방문, 인터뷰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하
지 않는다.
2.6.3 인정기구의 장은 현장평가 시작 7
일 전까지 평가반원이 검토해야 할 관
련 문서 및 규정을 평가반 선정 통보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문서심사 결과보고서(해당되는
경우)
(2) (생 략)
(3) 숙련도시험 실시 결과
(4), (5) (생 략)
2.6.4 신청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
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
가일정 또는 평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사 변경요청이 타당할 경우

----------------------------------------------------------------------------------------------------------------------------------------------------------------------------------------------------------.
1. ∼ 7. (현행 (1) ∼ (7)과 같음)
② --------------------------------------------------------------------------------------------------------------------------------------------------------.
③ ---------------------------- 문구 현행화
------------------------------------------------------------------------------.
1. ----------------(해당하는 경우)
2. (현행 (2)와 같음)
3. ----------------(해당하는 경우)
4., 5. (현행 (4), (5)와 같음)
④ ---------------------------- 자구수정
---------------------------------------------------------------------------------------------------------------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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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정 또는 평가사를 변경하여야 한다. 판단될 경우에는 -------------- 변
경할 수 있다.
2.6.5 (생 략)
⑤ (현행 2.6.5와 같음)
3. 평가반 구성
제8조(평가반 구성) ① -------------------------------------------3.1 평가반 선정 및 구성 원칙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 ------------------------------사 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 ------------------------------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임평가사를 포함한 ---------------- 있는 ---------평가사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이때, KOLAS ------------------------------사무국 직원이 평가반장 또는 평가반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평가사로 평가 ----------------.
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인
원은 신청자의 인정신청분야, 시험, 검사, 교 ② ---------------------------정, 메디컬시험, 표준물질 생산, 숙련도시험 ------------------------------운영 신청 항목 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 생물 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
자원은행, 제품인증의 ------------- 분야 반영
---------------.
<신 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문구 구체화
반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 (1)과 같음)
(2) 평가반원으로는 평가사 또는 기 2. ----------------------------술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 ------------------------------하여야 한다. 메디컬시험기관(ISO 1518 ------------------------------9) 평가반원은 평가사와 1인 이상의 기 ------------------------------술전문가로 구성한다.
------ 구성하여야 한다.
(3)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을 3.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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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시험(메디컬시험을 포함) 및
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반 구성시 1
인 이상의 교정분야 평가사가 기술전문
가로 평가기간 중 일부 또는 전체적으
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평가사가 해당
분야 교정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분야의 신청항목 수, 내부교정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기술전문가 참여여부
를 조정할 수 있다.

요령」 제25조제3항의 내부교정을 실시
하는 시험(메디컬시험을 포함), 검사 기
관 등에 대해서는 ---------- 적격한
평가사(교정분야 평가사 또는 측정소급
성 교육 이수자)가 1인 이상 -------------------------------------. 내부교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인
원은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013) 별표 2의 ‘측정
소급성 평가 점검표(내부교정용)’로 평
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시험기관의 인정범위로서 유
효성이 확인된 방법에 인증표준물질 활
용 절차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4. 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KO
KOLAS 사무국 직원과 평가사보에 대 LAS 사무국 직원과 평가사보에 대해서
해서는 평가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평가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2 평가사보의 훈련
④ ---------------------------- 자구수정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사보의 훈련을 ------------------------------목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평가반장은 평가사보에게 현장평 ---------------------------.
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3.3 평가사의 평가활동 관찰
⑤ ---------------------------- 자구수정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을 위하여 인정기구 직원 ------------------------------또는 선임평가사 등 적격한 인원을 관 ------------------------------찰 평가사로 지명하여 평가사의 평가과 -------------------.
정을 관찰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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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 기술평가사의 활용
인정기구의 장은 신규 분야에 대한 인
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
우 또는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활용이 곤란할 경우, 해당
분야의 평가 경험이 있는 외국의 평가
사를 지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평가사 초청에 필요한 소요경비
는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3.5 평가사의 배정
인정기구의 장이 정한 인정분야의 중분류
를 기준으로 중분류당 평가사 1인(메디컬시
험기관 및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은 대분류당
1인)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분야의 기술적 유사성, 특수성, 신청 항목수
를 감안하여 인정기구의 장이 최적의 인원
을 배정할 수 있다.
3.6 평가반의 임무
3.6.1 평가반장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반원의 역할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3.6.2. 평가반원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삭 제>

삭제

⑥ ---------------------------- 신규 인정분야 반영
-----------------------------------------------------------생물자원은행 중 인체유래물 외 분야는
대분류당 1인)-------------------------------------------------------------------------------------------------------------.
제9조(평가반 임무) ① 평가반장은 ----- 자구수정
----------------------------------------------------------.
1. ∼ 6. (현행 (1)∼(6)과 같음)
② 평가반원은 -----------------------------------------------.
- 46 -

(1), (2) (생 략)
3.6.3 기술전문가
평가반장을 보좌하여 기술요건의 평
가업무에 대해 자문을 한다. 내부교
정을 수행하는 기관 평가에 참여한
기술전문가는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013)
별표 2로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4. 평가일수 산정 및 평가를 위한 샘플링
수행
4.1 최소평가 일수(인․일)
4.1.1 문서심사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메디
컬시험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및 숙
련도시험운영기관에 대한 신규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때 문서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인․일)는 1
인․3일로 하며, 인정범위확대평가의
경우에는 1인․1일로 한다. 다만, 동
일 중분류(메디컬시험기관 및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은 대분류) 내 인정범
위확대 평가의 경우에는 이전 현장평
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문서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중요도

1., 2. (현행 (1), (2)와 같음)
③ 기술전문가는 ----------------- 자구수정
--------------------- 기술자문만을
하며, 부적합 보고서 작성 등 직접적인 평
가행위는 하지 않는다.
<후단 삭제>
<제3조 제3항으로 이동>
조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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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술문서심사가 필요한 경우
2인․일을 추가 할 수 있다.
(1) 시스템 문서심사(1인․3일) : 선
임평가사, 평가사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
(2) 기술문서심사(2인․1일 또는 1
인․2일)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단,
필요한 경우
4.1.2 현장평가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메디
컬시험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및 숙
련도시험운영기관의 신규평가,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 확대평가,
정기검사평가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평가일
수(인․일)는 다음 표1과 같이 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
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일
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기
구의 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표1> 현장평가 평가일수(인․일)

제10조(현장평가일수) ① 신청기관의 --- 자구수정
----------------------------------------- 다음 각 호와 --------------------------. ---------------------------------------------평가일수(인․일)--------------------------------------------------.

평 가 구 분 현장평가 일수(인․일)
신규평가
2인×3일 = 6인․일
인정범위확대평가 2인×2일 = 4인․일
정기검사평가
2인×2일 = 4인․일
재평가
2인×3일 = 6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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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는 인정범위에 따라 조정(가능한
중분류(메디컬시험기관 및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은 대분류) 별 1인, 1개 중분류
또는 대분류에 인정 규격이 많을 경우 추
가 가능)

1. 신규평가 또는 재평가 : 2인×3일 = 6
인·일
2. 정기검사평가 또는 인정범위확대평
가 : 2인×2일 = 4인·일
② 평가인원수는 인정범위의 규모에 따
라 조정가능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사한 품목이
나 유사한 인증스킴은 대분류와 중분류에
관계없이 1인이 여러 분야를 평가할 수
있다.
1. 교정, 시험, 검사, 표준물질생산, 제품
인증 기관, 생물자원은행(인체유래물 분
야) : 중분류 별 1인
2. 숙련도시험운영, 메디컬시험 기관 및
생물자원은행(인체유래물 외 분야) : 대분
류 별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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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장평가 샘플링
4.2.1 평가반은 신규, 재평가 및 인정범
위확대 평가시 인정신청한 모든 중분류
에 대해 현장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메디컬시험 및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의 경우, 대분류별로 현장입회를 실시한
다.
4.2.2 인정기구의 장은 정기검사평가시
이전 평가결과 및 기관의 중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중분류(메디컬시험기관
및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은 대분류)를 기
준으로 샘플링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도
록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성적서 및 기술기록과 관련(의뢰
서, 원시데이터, 가공데이터 등)하여 우선
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 대상의 범위 중 평가반에서
현장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현장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입회평가) ① ------ 신청기 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
분야
반영
관의 ----------------------------------, 제11조에 따라 샘플링 된 인원
이 입회평가를 ----------------. <후
단 삭제>

② 정기검사 평가시에는 ------(인증
서) -----------------(의뢰서, 원시데
이터, 가공데이터 등)-------------------(제품인증기관의 경우, 스킴 유형 1a
및 1b에 해당)하며, ------------------------------------------------------------------------------------.
4.2.3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입회 시 평 ③ 평가반은 입회대상 인원 및 활동대상 자구수정
가사는 상기 4.2.1 및 4.2.2의 다음 사항 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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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입회대상 인원 및 활
동대상은 평가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
다.
(2) 평가사는 입회대상 선정시 주요
요인을 고려하여 현장입회 평가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주요 요인의 예로는
다음 사항이 해당될 수 있으나 이에 국
한되지 않는다.
- 신규 직원
- 해당 활동의 리스크 및 복잡성
- 직원의 신체적 능력
- 전문적인 판정을 수행하는데 요구
되는 실무자 등 기술직원의 수준
- 실무자 등 해당 활동의 직원 수
- 해당 활동의 유형
- 신청 기관 사업장 수
- 과거 평가 결과
- 실무자 등 기술직원이 보유한 자
격인증
- 신청 기관의 교육훈련 시스템

을 고려하여 입회대상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1. 신규 직원
2. 해당 활동의 리스크 및 복잡성
3. 직원의 신체적 능력
4. 전문적인 판정을 수행하는데 요구되
는 실무자 등 기술직원의 수준
5. 실무자 등 해당 활동의 직원 수
6. 해당 활동의 유형
7. 신청 기관 사업장 수
8. 과거 평가 결과
9. 실무자 등 기술직원이 보유한 자격인
증
10. 신청 기관의 교육훈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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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효과성
- 신청기관의 조직 안정성 및 리스크
인식
- 법규 요구사항
-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 중분류(메디컬시험의 경우 대분
류) 내에 포함된 장비, 기법 및 시
험방법
(3) 관련 법규, 규정, 표준 등에 현장
입회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적용
한 경우 현장입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
여야 한다.
4.3 소재지 및 인원의 샘플링
4.3.1 평가반은 신규 및 재평가시 신청기
관의 주 사무소(또는 본사) 및 하나 이상
의 주요활동을 수행하고 인정범위에 포
함되는 모든 소재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특히 소재지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해당기관의 모든 활동
(현장 시험 및 교정, 검사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평가를 신청
시 협의되어야 하며, 신청기관은 소재지

11. 직원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효과성
12. 신청기관의 조직 안정성 및 리스크
인식
13. 법규 요구사항
14. 불만 및 이의제기 사항
15. 장비, 기법 및 시험방법
④ 관련 법규, 규정, 표준 등에 입회평가 자구수정
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적용한 경
우 평가반은 입회평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 별표 2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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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장소에서의 현장평가를 위해 협
조하여야 한다.
4.3.2 주요 활동에는 방침 수립, 프로세
스 및/또는 절차 개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계약검토, 적합성평가 기획,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승인 및 결정이
포함된다.
4.3.3 검사기관의 경우, 상기 4.3.2에 추가
적으로 검사자의 최초 선정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4.3.4 평가반은 인정범위 확대평가시 신
청기관이 인정 신청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소재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여
야 한다.
4.3.5 인정기구의 장은 정기검사 평가 시
이전 평가결과 및 기관의 중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소재지 중 샘플링 하여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4.3.6 인정기구의 장은 현장평가 시 인정
분야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분류별 1인이상 샘플
링 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제11조(활동, 소재지 및 인원의 샘플링)
인정기구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신청기관
의 평가대상 범위를 ---------현장평가
를 실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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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입회평가, 인터뷰 등의 다양한 평
가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메디컬시
험분야 및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의 경우
대분류별 1인 이상 샘플링하여 평가를 수
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별표 3으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5. 평가업무절차
5.1 ∼ 5.4, 5.7 ∼5.9
<신 설>
제13조(현장평가 업무절차) 평가일정 확
인, 시작회의, 현장순회, 현장평가 실시,
종료회의 등 평가반의 현장평가 세부 업
무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발견사항의 구분) ① 현장-----1. 5.5 발견사항의 구분
2. 5.5.1 평가결과 발견된 사항은 해당 ------------------------ 제5호 --- 자구수정
분야별 별지 서식의 평가 체크리스트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3. 5.5.2 발견사항은 부적합, 유의, 권고 ② ----------------------------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로 구분되며 다음에 따라 분류한다. -------- 별표 4에 ------------.
(1) 부적합(Nonconformities, NC) : 신청기
관이 평가·인정기준 및 신청기관의 경영시 <별표 4로 이동>
스템에 대해 불충족함을 의미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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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증거를 평가반이 확인해야 한다. 부
적합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3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ㅇ 행정처분기준 해당 사항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명시
된 사항으로, 신청기관의 위반행위가 인정
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
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및 KOL
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4 참조)
ㅇ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 : 「적합성평
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아래와 같이 신청기관
의 경영시스템에 일부 불충족한 사항이 발
생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보완)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증거를 평가반에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
- 인정기준에 따라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절차가 일부 시행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육 미이수
- 기술인력의 능력 부족(자격요건 미충족
등)
- 장비, 시설 및 환경이 부적절한 경우
- 해당 시험/측정장비 또는 (인증)표준물질
의 소급성 유지가 미비한 경우
- KOLAS 공인성적서(인증서 등)의 기록내
용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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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험/측정에 필수적인 원시데이터
외 일부 기술기록의 유지 및 관리가 미흡한
경우
- 불확도 추정을 하지 않는 경우
- SI 단위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위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사항
(2) 유의(Concerns, CN) : 부적합으로 발
전할 수 있는 발견내용으로 신청기관의
시정조치 계획 및 일정을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반이 확인하고, 시정의 이행 여
부는 차기 평가시 확인한다.
(3) 권고(Comments, CM) : 요구사항은 충
족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으
로 시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청기관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한다.
<5.7 (3)에서 이동>
③ 평가사는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 조항 이동
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유
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적합
<5.4.8 (6)에서 이동>
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3조의 행정처분기준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5.6 부적합 및 유의 보고
5.6.1 부적합 및 유의 보고 방법
부적합 및 유의 내용은 신청기관, 인 ④ -----------------------------정기구 및 인정위원회 등 모두에게 이 --------------------------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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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어야 하므로 기록을 위한 다음의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 (1) ∼ (4)와 같음)
<신 설>
5. 제품인증의 경우, 부적합 및 유의 원
인을 제공한 인증업체
(5) (생 략)
6. (현행 (5)와 같음)
5.6.2 부적합 및 유의 사항은 해당 평가 ⑤ ---------------------------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 지역의 책임자 ------------------------------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신청기관이
<5.8.6에서 이동>
동의를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
여
KOLAS
사무국에
보고한다.
5.6.3 또한 충분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⑥ 부적합 및 유의 사항의 결정은 충분한
는 신청기관에 유리하게 조치되어야 한 사실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다.
기관에 유리하게 조치되어야 한다.
6. 평가보고서
제15조(평가보고서) ① -------------6.1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신청기 -------------------------------관과 인정기구의 장에게 평가보고서를 제 --------------------------.
출하여야 한다.
6.2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들 자구수정
되어야 한다.
이 ------------.
(1) (생 략)
1. (현행 (1)과 같음)
(2) 교정, 시험, 검사과정 등 입회평가 2. 적합성평가활동에 대한 ---------점검표
---(3) 교정, 시험, 검사 등 요원의 자격에 3. 적합성평가활동 수행인원의 ------ 57 -

대한 적정성
(4) ∼ (7) (생 략)
(8)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CMC 등) 검
토 결과
(9) 내부교정이 있는 공인기관의 경우,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KOLAS-G-013) 별표 2 내부교정용 체
크리스트
(10) (생 략)
6.3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사
또는 평가반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4.
7.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
7.1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신청
기관은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정기검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
고 시정조치내용을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을 통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
로부터 2주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기간 등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7.1.1 시정계획검토 및 시정조치

-------4. ∼ 7. (현행 (4) ∼ (7)과 같음)
8. ----------------------------9. -------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 --------------------------------------------- 측정소급성
평가 점검표(내부교정용)
10. (현행 (10)과 같음)
③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제16조(시정조치 및 확인평가) ① ------ 자구수정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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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관이 부적합, 유의를 받은
경우 다음의 계획을 평가종료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평가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적합 : 원인분석, 시정조치계획
○ 유의 : 원인분석, 시정조치계획, 조
치 일정계획
(2) 평가반장은 시정조치계획의 적절
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1.2 해당 신청기관의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반장은 시정조치결과의 유효성에 대
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7.1.3 (생 략)
7.1.4 부적합보고서 동의를 거부한 신청
기관은 평가완료 2주 내에 소명자료를
인정기구의 장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명자료 미 제출시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7.2
(생
략)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 평가반장은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 여
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적합 : 원인분석, 시정조치계획, 시
정완료예정일
2. 유의 : 원인분석, 시정조치계획, 조치
일정계획
④ ---------------- 담당한 -------------------------------------------------------------------------------------.
⑤ (현행 7.1.3와 같음)
⑥ ---------------------------------------------------------------------------------------------------------------------- 간
주한다.
⑦ (현행 7.2와 같음)
제17조(요령의 재검토) -------------- 요건 현행화
---------------------------- 이
요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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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07일까지로
한다.
별표 1. KOLAS 원격평가 수행 절차
1. 적용범위
1.1 이 지침은 한국인정기구가 KOLAS 공
인기관에 대한 원격평가를 수행 시 적
용하는 요구사항 및 절차를 제시한다.
1.2 KS Q ISO/IEC 17011:2017 7.9.3에 명
시된 바와 같이 KOLAS는 현장평가 수
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격으
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현
장평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기
술(ICT)을 활용한 원격평가로 대체하거
나, 현장평가와 원격평가를 조합하여 평
가할 수 있다.
비고 전염병 확산, 심각한 재해‧재난
등 현장방문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황
이거나, 공인기관의 이전 평가결과 및
평가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효성과 효율
성이 큰 경우에 원격평가(조합을 포함)
를 실시 할 수 있다.
1.3 평가 중 ICT 활용의 예에는 다음이 포
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다.
- 회의 :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공유
를 포함한 원격 회의 시설 활용.
- 동기식 (실시간) 또는 비동기식 (해당
되는 경우)으로 원격 액세스를 활용한

별표 1. KOLAS 원격평가 수행 절차 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1.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인정기구가 KOLAS 공인
기관에 대한 원격평가를 수행 시 적용
하는 요구사항 및 절차를 제시한다.
나. KS Q ISO/IEC 17011:2017 7.9.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정기구는 현장평
가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
우는 현장평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평
가로 대체하거나, 현장평가와 원격평
가를 조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비고 전염병 확산, 심각한 재해‧재난 등
현장방문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황이거
나, KOLAS 공인기관의 이전 평가결과
및 평가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효성과
효율성이 큰 경우에 원격평가(조합을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 중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예에
는다음이 포함될 수있지만이에국한되지
는 않는다.
1) 회의 :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공유를 포함한 원격 회의 시설 활용.
2) 동기식 (실시간) 또는 비동기식
(해당되는 경우)으로 원격 액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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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기록 평가.
- 사진,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을 활
용한 정보 및 입회 기록.
- 원격 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대한 시각/청각 액세스 제공.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을 적용하며, 발행년도
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용표준에 대
해서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KS Q ISO/IEC 17011 – 적합성 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2.2 APAC-TEC0-001 Guidance on Remot
e Assessments by Accreditation Bodies
3. 용어의 정의
3.1 원격평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적합성평가기관
의 실제 장소/위치(location) 또는 가상
사이트에 대한 평가
비고 원격평가에는 다음의 평가 기법에
대한 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
- 사전 세부 파일/기록 검토, 문서 검토,
숙련도시험 및 기타 시험/교정기관 간
비교에서의 수행도 검토, 기존 품질 관
리 내역 검토, 인터뷰, 원격 입회 등
3.2 가상 사이트
KOLAS 공인기관이 작업을 수행하거
나 온라인 환경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활용한 문서 및 기록 평가.
3) 사진,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을
활용한 정보 및 입회 기록.
4) 원격 또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위
치에 대한 시각/청각 액세스 제공.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을 적용하며, 발행년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용표준에 대해서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가. KS Q ISO/IEC 17011 – 적합성 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나. APAC-TEC0-001 Guidance on Remot
e Assessments by Accreditation Bodies
3. 용어의 정의
가. 원격평가 :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제 장소/위치(loc
ation) 또는 가상 사이트에 대한 평가
비고 원격평가에는 다음의 평가 기법에
대한 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
- 사전 세부 파일/기록 검토, 문서 검토,
숙련도시험 및 기타 시험/교정기관 간
비교에서의 수행도 검토, 기존 품질
관리 내역 검토, 인터뷰, 원격 입회 등
나. 가상 사이트 : KOLAS 공인기관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온라인 환경을 사
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리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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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며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사람
이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가상의
소재지(location)
3.3 정보통신기술 (ICT)
정보 수집, 저장, 검색, 처리, 분석 및 전
송을 위한 기술 사용. 스마트폰, 휴대용
장비,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드론, 비디오 카메라, 웨어러블 기술, 인
공 지능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원격평
가에 활용되는 플랫폼 등) 및 하드웨어
를 포함.
4. 보안 및 기밀유지
4.1 전자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정보의
보안 및 기밀성은 평가 목적으로 ICT를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 정보에는 저
장 중인 데이터, 전송 중인 데이터 및
사용 중인 데이터가 포함된다.
4.2 신청기관은 원격평가에 사용된 ICT가
데이터 통신 중에 개인간 파일공유 암
호화, 보안, 기밀유지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할 책임이 있다.
4.3 각 평가사는 다운로드된 정보가 기밀
로 유지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표준 방
화벽을 사용, 데이터가 다운로드된 컴퓨
터에의 접근권한 제한, 평가 프로세스
종료 후 파일 삭제 등이 준수되었다면
기밀 유지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간

치에 관계없이 사람이 프로세스를 실
행할 수 있는 가상의 소재지(location)
다. 정보통신기술(ICT) : 정보 수집, 저
장, 검색, 처리, 분석 및 전송을 위한
기술 사용. 스마트폰, 휴대용 장비, 노
트북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드론,
비디오 카메라, 웨어러블 기술, 인공
지능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원격평가
에 활용되는 플랫폼 등) 및 하드웨어
를 포함.
4. 보안 및 기밀유지
가. 전자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정보
의 보안 및 기밀성은 평가 목적으로 I
CT를 사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 정보
에는 저장 중인 데이터, 전송 중인 데
이터 및 사용 중인 데이터가 포함된다.
나. 신청기관은 원격평가에 사용된 정보
통신기술(ICT)가 데이터 통신 중에
개인간 파일공유 암호화, 보안, 기밀유
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다. 각 평가사는 다운로드된 정보가 기
밀로 유지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표
준 방화벽을 사용,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 컴퓨터에의 접근권한 제한, 평가
프로세스 종료 후 파일 삭제 등이 준
수되었다면 기밀 유지가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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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수 있다.
4.4 신청기관이 원격평가에 적용되는 보안
및 기밀유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KO
LAS는 원격평가를 철회하고 현장평가
를 재개할 수 있으며, 평가 지연에 대한
책임은 KOLAS 공인기관에 있다.
4.5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KOLAS 사무국, KOLAS 공인기
관, 개별 평가사는 평가현장을 녹화하거
나 녹음할 수 없다.
5. 원격평가 적용 여부 결정
5.1 KOLAS가 원격평가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내용에
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신청기관의 소재지 또는 특정 위치로
의 출장이 가능하지 않은 거나 곤란한
경우
- 위기 상황, 보안, 건강 및 안전 조치에
기반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평가 장소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작업이 수행되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소재지의 기록, 데이터
등을 검토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체
계적으로 구현한 경우
- 인정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 위한 경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신청기관이 원격평가에 적용되는 보안
및 기밀유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
정기구는 원격평가를 철회하고 현장평
가를 재개할 수 있으며, 평가 지연에 대
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다.
마.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평가를 진행하
는 동안 KOLAS 사무국, 신청기관,
개별 평가사는 평가현장을 녹화하거
나 녹음할 수 없다.
5. 원격평가 적용 여부 결정
가. 인정기구의 장은 원격평가 적용의 필
요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
지는 않는다.
1) 신청기관의 소재지 또는 특정 위
치로의 출장이 가능하지 않은 거나
곤란한 경우
2) 위기 상황, 보안, 건강 및 안전
조치에 기반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평가 장소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기관이 작업이 수행되는 위
치에 관계없이 모든 소재지의 기록,
데이터 등을 검토 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현한 경우
4) 인정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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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경우
- 신청기관이 원격 평가 장소에서 기관 5) 신청기관이 원격 평가 장소에서
의 적합성에 대해 입증된 추적 기록을
기관의 적합성에 대해 입증된 추적
가지고 있는 경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현장 평가를 위해 계획된 평가활동을 6) 현장 평가를 위해 계획된 평가활
완료 할 수 없으며 현장 평가를 연장하 동을 완료 할 수 없으며 현장 평가를
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닌 경우
연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닌
경우
- 후속 평가가 필요하나 이를 적절한
7) 후속 평가가 필요하나 이를 적절
기간 내에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한 기간 내에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특정 KOLAS 평가사(또는 평가반)가 8) 특정 평가사(또는 평가반)가 신청
신청기관의 경영시스템 및 관행에 익숙
기관의 경영시스템 및 관행에 익숙한
한 경우
경우
5.2 원격평가 실시를 위해 신청기관은 다 나. 원격평가 실시를 위해 신청기관은 다음
음의 ICT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의 정보통신기술(ICT) 요구사항을 충족하
여야 한다.
5.2.1 신청기관의 모든 문서와 기록물은
1) 신청기관의 모든 문서와 기록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
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다. 일부 기록물이 서면 형태인 경우, 신 야 한다. 일부 기록물이 서면 형태
청기관은 스캐너나 다른 프로세스를 이 인 경우, 신청기관은 스캐너나 다른
용해 평가반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
프로세스를 이용해 평가반에게 정보
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2 신청기관은 평가반이 모든 전자 기
2) 신청기관은 평가반이 모든 전자
록물을 열람하는데 필요한 접근 권한과 기록물을 열람하는데 필요한 접근 권
장비, ICT 사용을 지원할 기술지원인원 한과 장비,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을
을 지명하여야 한다.
지원할 기술지원인원을 지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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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신청기관은 원격평가에 활용되는 IC
T 등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
5.3 KOLAS는 신청기관의 원격평가 적용
에 대해 다음 사항 등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원격평가 적용여부를 결정한
다. 이는 신청기관에 배정된 평가반장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평가유형 및 범위, 문서심사 결과, 기
존 평가이력,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IC
T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
5.4 KOLAS는 신규 평가가 원격으로 이루
어진 경우, 12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간 이내에 현장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등의 행
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원격평가 사전 준비
6.1 평가일수 산정
KOLAS는 원격평가 진행시,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4.1.2 현장평가 평가일
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시간수(8시간/
일)로 계산하여 평가일수를 조정할 수

다.
3) 신청기관은 원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통
신기술(ICT) 등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인정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의 원격
평가 적용에 대해 다음 사항 등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원격평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신청기관
에 배정된 평가반장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평가유형 및 범위, 문서심사 결과,
기존 평가이력, 인정신청분야 및 범
위, 정보통신기술(ICT) 요구사항 충
족 여부 등
라. 인정기구의 장은 신규 평가가 원격으
로 이루어진 경우, 12개월 이내에 현장평
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간 이내에 현장평
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표
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원격평가 사전 준비
가. 평가일수 산정
인정기구의 장은 원격평가 진행시, 이
요령의 제10조(현장평가일수)를 동일
하게 적용하며, 시간수(8시간/일)로 계
산하여 평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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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6.2 평가반 구성
나. 평가반 구성
KOLAS는 원격평가 진행시, 「KOLAS 인정기구의 장은 원격평가 진행시, 이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요령의 제8조(평가반 구성)에 추가적으
관한 운영요령」 3. 평가반 구성에 추가 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반을
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반 구성한다.
을 구성한다.
- 현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에 1) 현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액세스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의 여부
- ICT의 연결성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2) 정보통신기술(ICT)의 연결성 문제
지의 여부
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ICT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3)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에 필요한
있는지의 여부 (노트북, 카메라, 관련 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노
프트웨어 등)
트북, 카메라, 관련 소프트웨어 등)
- ICT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역량과 4)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이해하
능력을 보유하였는지의 여부
고 활용할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였는
지의 여부
6.3 평가반 예비회의
다. 평가반 예비회의
6.3.1 원격평가 수행시에는 평가자료의 사 1) 원격평가 수행시에는 평가자료의
전검토 및 구체적인 세부평가계획의 수 사전검토 및 구체적인 세부평가계획의
립 등 평가반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수립 등 평가반의 체계적인 사전 준비
수반되어야 한다. 원격평가에 배정된 평 가 수반되어야 한다. 원격평가에 배정
가반장은 원격평가 실시 전 배정된 평
된 평가반장은 원격평가 실시 전 배정
가반과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반 예비
된 평가반과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반
회의를 개최한다.
예비회의를 개최한다.
- 신청자료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
가) 신청자료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
- 신청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자료 협의
나) 신청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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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자료로서 적합성 검증이 부
족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사항, 추적 확
인이 필요한 사항 등)
- 현장 준비자료 목록 도출
- 원격평가 실시 방법, 제한사항 확인
및 조치 방안 협의
6.3.2 평가반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원격평가 기간 동안의 시간대별 평가
계획 및 주요평가사항
- 입회평가 수행 방안 (원격, 현장 입회,
피평가기관 사전 준비사항 등)
- 원격평가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항
이 있는 경우(원격과 현장조합)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6.4 신청기관의 자료 제출 및 준비
6.4.1 신청기관은 평가반 예비회의 결과
도출된 추가 제출자료의 요청에 대해
평가개시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야 한다.
6.4.2 신청기관은 평가일정 내 평가사의
별도 요청 없이도 현장 준비자료에 대
해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장 준비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지연없이 제공할

료 협의(제출된 자료로서 적합성
검증이 부족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사항, 추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다) 현장 준비자료 목록 도출
라) 원격평가 실시 방법, 제한사항
확인 및 조치 방안 협의
2) 평가반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다.
가) 원격평가 기간 동안의 시간대
별 평가 계획 및 주요평가사항
나) 입회평가 수행 방안 (원격, 현
장 입회, 피평가기관 사전 준비사
항 등)
다) 원격평가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원격과 현장조
합)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을 수립
할 수 있다.
라. 신청기관의 자료 제출 및 준비
1) 신청기관은 평가반 예비회의 결과
도출된 추가 제출자료의 요청에 대해
평가개시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
여야 한다.
2) 신청기관은 평가일정 내 평가사의
별도 요청 없이도 현장 준비자료에
대해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야 하며, 현장 준비자료 이외의 추가
적인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지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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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6.4.3 신청기관은 평가반장과 협의하여 원
활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격평
가에 활용되는 ICT(플랫폼 유형, 채널
수, 문서 교환 방법 등)를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한다.
6.4.4 신청기관의 기술지원인원은 원격평
가에 활용되는 ICT에 대해 평가반이 원
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문서 또
는 동영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6.5 원격평가 사전점검
평가반과 신청기관은 평가개시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원격평가 사전점
검을 실시한다.
- 원격평가에 활용되는 ICT의 정상작
동 확인
- 현장 준비자료 준비상태 확인
7. 원격평가 수행
7.1 평가는 간섭 및 배경 소음을 피하고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할 때
마다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
어야 한다.
7.2 특정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ICT 유형
을 선택하여야 한다. 동일한 평가 중에
여러 유형의 ICT를 고려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은 평가반장과 협의하여 원
활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격평가
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유형, 채널 수, 문서 교환 방법 등)를 사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4) 신청기관의 기술지원인원은 원격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에 대해 평가반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문서 또는 동영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원격평가 사전점검
평가반과 신청기관은 평가개시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원격평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1) 원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
술(ICT)의 정상작동 확인
2) 현장 준비자료 준비상태 확인
7. 원격평가 수행
가. 평가는 간섭 및 배경 소음을 피하
고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
할 때마다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
서 진행되어야 한다.
나. 특정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정보통
신기술(ICT)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
다. 동일한 평가 중에 여러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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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평가반은 원격평가 상에서, 항목을 검
토할 수 없거나 완전한 결정을 할 수 없
는 경우, 이를 평가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7.4 평가 중에 ICT 활용이 적합하지 않거
나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평가 지연, 추
가제출자료 및 현장 준비자료 미흡 등
의 문제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평가 수
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반
장은 평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평
가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평가일정 및 방법(현장평가
전환 등)은 KOLAS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
8. 원격입회평가
8.1 원격평가시, 입회가 필요한 경우 입회
할 각 영역에 대해 평가반 예비회의에
서 세부적으로 사전 계획 및 방법을 논
의하여야 한다.
8.2 신청기관과 조율한 ICT의 사전 확인
은 입회 장소에서 각 입회 활동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8.3 입회평가 중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실
시간 스트리밍 방법을 통해 통해 실시

정보통신기술(ICT)를 고려할 수 있
다.
다. 평가반은 원격평가 상에서, 항목을
검토할 수 없거나 완전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평가보고서에 기
록하여야 한다.
라. 평가 중에 정보통신기술(ICT) 활
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통신장애 등
으로 인한 평가 지연, 추가제출자료
및 현장 준비자료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평가 수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반장은
평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
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평가일정 및 방법(현장평가
전환 등)은 인정기구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8. 원격입회평가
가. 원격평가시, 입회가 필요한 경우 입
회할 각 영역에 대해 평가반 예비회의
에서 세부적으로 사전 계획 및 방법을
논의하여야 한다.
나. 신청기관과 조율한 정보통신기술
(ICT)의 사전 확인은 입회 장소에서
각 입회 활동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다. 입회평가 중 영상을 활용하는 경
우, 실시간 스트리밍 방법을 통해 통
- 69 -

간으로 평가반과 신청기관 간 질의 및
답변이 가능하여야 한다.
8.4 사전 녹화된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평
가반은 사전에 입회하는 활동을 명확하
게 정의해야 하며, 영상의 무결성과 관
련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9. 평가 보고
9.1 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록은 평가가
현장 또는 원격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평가를 수행하는 데 ICT가 사용된 정도
및 평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ICT의 효
과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9.2 평가보고서에는 검토한 기록의 세부
사항과 발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3 발견사항(부적합, 유의, 권고 등)은 동
의를 위해 신청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9.4 평가반은 사전 협의에 따라 기밀 문서,
이미지 등 평가중 저장된 파일의 삭제
하여야 한다.
9.5 이외 절차는 본 요령에 명시된 현장평
가<별표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4.2, 4.3에서 이동>

해 실시간으로 평가반과 신청기관
간 질의 및 답변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사전 녹화된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평가반은 사전에 입회하는 활동을 명
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영상의 무결성
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9. 평가 보고
가. 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록은 평가
가 현장 또는 원격으로 수행되었는
지 여부, 평가를 수행하는 데 정보통
신기술(ICT)가 사용된 정도 및 평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보통신기술
(ICT)의 효과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보고서에는 검토한 기록의 세
부 사항과 발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발견사항(부적합, 유의, 권고 등)은
동의를 위해 신청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평가반은 사전 협의에 따라 기밀
문서, 이미지 등 평가중 저장된 파일
의 삭제하여야 한다.
마. 이외 절차는 이 요령에 명시된 현장
평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현장평가 평가대상 범위 샘플링 요건 본문 간소화를 위해 별표 신
규칙
설
1. 제품인증기관을 제외한 KOLAS 공인
기관
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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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및 재평가 : 주 사무소(또는
본사)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고 인정범위에 포함되
는 모든 소재지
2) 인정범위확대평가 : 확대신청한 업
무를 수행하는 모든 소재지
3) 정기검사평가 : 원칙적으로 모든
소재지, 이전 평가결과 및 기관의 중
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샘플
링 가능
4)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
는 해당기관의 모든 활동(현장 시험,
교정 및 검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은 이러한 사항들을 평가신
청시 KOLAS 사무국 직원과 협의하
여야 하며,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의
현장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5) 주요 활동에는 방침 수립, 프로세
스 및/또는 절차 개발 그리고 해당되
는 경우, 계약검토, 적합성평가 기획,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승인
및 결정이 포함된다.
6) 검사기관의 경우, 5)에 추가적으로
검사자의 최초 선정 프로세스가 포
함된다.
나. 활동 및 인원
1) 교정, 시험, 검사기관 : 중분류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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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1)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기관
및 생물자원은행 : 대분류 당 1인 이
상
3)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 정기검사평
가시에는 이전 평가결과 및 기관의
중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중분류(메
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및 생물자
원은행은 대분류) 샘플링 가능
2. 제품인증기관
가. 활동
1) 20개 이하의 인증개수 : 최소한 2
개 이상의 인증 표본
2) 20개 초과의 인증개수 : 초과분에
대해 최소한 30개당 1개의 인증표본
나. 소재지
1) 신규 : 주 사무소(또는 본사)를 포
함하여 하나 이상의 주요활동을 수행
하고 인정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소재
지, 인증표본의 크기는 소재지별로
가.를 적용
2) 정기검사 및 재평가
가) 4개 이하의 국가/지역사무소
(본사포함) : 모든 소재지, 소재지
별로 가.의 인증표본 크기 적용
나) 5개 이상의 국가/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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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포함) : 매 평가(정기검사/재
평가)마다 5개의 소재지를 방문토
록 균등하게 샘플링하고, 소재지
당 인증표본 2개 이며, 최소한 1개
표본을 무작위 추출.(단, 인정유효
기한 내 모든 소재지를 방문토록
계획)
다) 25개 이상의 국가/지역사무소
(본사포함) : 매 평가(정기검사/재
평가)마다 최소 
(소숫
점 이하는 올림) 만큼을 무작위
추출하여 방문하며, 소재지 당 인
증표본 6개 이며, 최소한 2개 표본
을 무작위 추출(단, 인정유효기한
내 모든 소재지를 방문토록 계획)
다. 인원
1) 인증심사원 20명 이하 : 1명
2) 인증심사원 20명 이상 : 20명 마다
1명 추가
3)
인증기관의
인증스킴별
최소
1명
별표 3. 현장평가 업무절차
요건 본문 간소화를 위해 별표 신
1. 평가일정 재확인 및 세부평가계획서 전 설
달
평가반장은 현장평가일 이전에 신청기
관의 연락책임자와 일정 등을 재확인하
여야 하며, 적어도 평가 3일전까지 입회
평가 계획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서를

총소재지수

<별표 신설>
<5. 평가업무절차 5.1 ∼ 5.4,
5.6 ∼5.9에서 이동>

- 73 -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기관에 전달
해야 한다.
2. 시작회의
가. 평가반의 소개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평가반을 소개하여야
한다.
나. 신청기관의 현황보고
필요한 경우, 평가반장은 인정신청 범
위를 포함한 신청기관의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다. 평가의 목적 및 범위 검토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자에게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과 그것을 다
루고 있는 업무 및 조직 체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 받는다. 또한 평
가는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가
능한 한 대표적인 표본을 선택하여 합
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것
을 경영진에게 주지시킨다.
라. 평가계획의 합의
1)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평가계획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 시간 및 일정계획을 설명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여야 한다.
2) 평가실행에 이용되는 방법과 절
차의 간단한 요약을 제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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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평가반과 신청기관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4) 평가반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확정하여야 한다.
5) 종료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
여야 한다.
6) 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
청(독려)하여야 한다.
7) 평가반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요약
보고서 내 평가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8) 평가반을 위한 현장안전과 비상
시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안내자 배정
평가반과 신청기관사이의 연락을 책
임질 안내자를 배정 받는다.
바. 협조사항의 결정
1) 평가반의 회의장소
2) 이동수단 (이동구간이 장거리인
경우)
3) 보안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4) 안전용구
5) 기타 합의에 의해 제공받기로 한
협조사항
3. 현장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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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시작에 앞서 평가반 전체가 평
가구역 및 시설배치를 확인하는 현장순
회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순회 소요시간은 최소화 하도
록 하여야 한다.
4. 평가실시
가. 일반사항
1) 평가반원은 직접 작업이 이루어
지는 현장을 안내 받아 평가계획을
해당분야의 책임자와 함께 검토하
고, 신청기관의 담당자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2) 평가반원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
여 요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다른 업무와의 접근을 요하
거나 확인이 미흡한 점은 다른 평
가사의 평가기록과 대조하거나 다
음 평가의 준비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
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평가반원은 신청항목수가 많은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현장입
회를 실시하고, 평가수행 항목에 대
한 식별과 미 평가항목에 대한 차
기 평가 시 수행을 위하여 해당분
야별 별지 서식의 현장평가 체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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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등을 활용하여 신청분야 중
현장입회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나. 현장평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직원과의 질의 응답
2) 작업의 입회
3) 시설 및 기록의 조사
4) 숙련도시험, 비교시험 및 측정심
사 결과의 확인
5) 이전 평가결과의 검증(해당되는
경우)
다. 관찰사항 기록
평가 시 얻은 모든 정보는 재현성을
위하여 해당분야별 별지 서식의 현장
평가 체크리스트에 기록을 하여야 하
며, 기록내용에는 다음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1) 관련문서
2) 진술자 및 질의응답 내용
3) 관련 샘플의 식별번호
4) 기타 필요한 사항
라. 평가 인터뷰
평가 시 인터뷰를 할 때는 공손함과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오
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 77 -

마. 질문기법
평가사는 평가 진행 시 신청기관들
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
해 올바른 질문을 하여야 하며 가능
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주제가 뚜렷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의 의견을 유추시킬 수 있
어야 한다.
3) 조사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상대방의 표정, 몸짓 등에도 유의
하여야 한다.
바. 검증
검증은 최종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평가사는 객관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 현장입회
현장평가 시 평가사는 신청자의 기술
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물
질 또는 기준시료를 이용한 현장입회,
제품인증프로세스에 따른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규평가, 재평가, 인
정범위확대평가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
가 없는 한 현장입회를 실시하여야 한
다)
아. 평가 시 주의사항
1) 시간계획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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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분
에 대한 평가의 깊이를 가중시키고
자 할 경우, 평가반장에게 즉시 연
락을 취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
야 한다.
4) 평가반과 신청기관과의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 평가반장은 해당 사항
에 대한 무리한 결론을 정하지 말
고 인정기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
며 인정기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고 해당
신청기관 및 평가반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5) 평가반은 신청분야에서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의 행정처분기준에 해
당하는 부적합 발견 시 신청기관
경영진에 설명 후 즉시 KOLAS 사
무국에 통보하고, 해당 분야 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입증 자
료를 부적합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
하고 행정처분기준에 해당함을 명
시)
6) 평가반은 부적합 및 유의 발견
시 부적합(유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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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부적합은 「적합성평가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의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자. 평가의 관리 및 중간회의
1) 평가반장은 평가관리를 지속적으
로 하여야 한다.
2) 평가반장은 1일 평가반회의를 주
관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료회의 전까지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종료회의 준비
실질적인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장은
종료회의를 계획하는 평가반 회의를 가
져야 하며, 그 회의의 성격은 다음과 같
다.
가. 회의는 평가반장이 주관하여야 하
며, 평가반원만 참석한다.
나. 평가반은 모든 발견사항을 재검토하여
야 한다.
다. 평가사는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
하여 해당분야별 별지 서식의 부적합
(유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가사 및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해당분야별 별지 서식의 평
가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종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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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료회의는 평가를 마감하는 회의
이며 평가반은 평가의 결론과 발견사
항들을 경영책임자 및 품질관련 임직
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제
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 합의된 시간에 맞추어 신속히
진행하며, 평가반장이 주관하여야 한
다.
다. 종료 회의의 구성요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례적인 인사
신청기관에게 인정평가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2) 평가사 윤리규정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를 약속
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의 범위와 목적의 상기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한다.
4) 보고
평가의 보고방식을 간단히 설명한
다.
5) 제한성
평가가 샘플에 의한 것임을 설명
한다.
6) 부적합사항의 제시
- 81 -

평가사(팀)별로 발견한 부적합을
낭독한다.
라. 요약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대
화를 통해 KOLAS 공인기관 인정요
건의 적합성평가 결과로써 부적합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여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확
인평가의 필요성 여부 및 문서상의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보고서로 전달
한다.
마. 확인
신청기관에게 부적합 및 유의 사항
과 그 근거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부
여하여 해당 부적합 및 유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갖는다.
바. 동의
발견된 부적합 및 유의 사항들에 대
해 신청기관의 동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다. 다만, 부적합(유의)
보고서에 신청기관이 동의를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KOLAS 사
무국에 보고한다.
사. 평가 결론
평가 반장은 평가 결론을 다음과 같
이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1) 인정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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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5.5에서 이동>

2) 발견된 부적합 내용을 시정한 조
치결과의 확인 후 인정
3) 발견된 유의 사항에 대한 시정조
치 계획을 확인 후 인정
6. 종료 및 출발
평가사들과 신청기관 사이의 모든 이
해가 종결되면 그와 동시에 인사말을
하고 4.회의
장소를 떠난다.
별표
발견사항의
구분
요건 본문 간소화를 위해 별표 신
발견사항은 부적합, 유의, 권고로 구분되 설
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부적합(Nonconformities, NC)
신청기관이 평가·인정기준 및 신청기관
의 경영시스템에 대해 불충족함을 의미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실시
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증거를 평가반이
확인해야 한다. 부적합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류한다.
가. 행정처분기준 해당 사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신청기관의 위반행위가 인정취소, 인
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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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
영요령(KOLAS-R-002) 별표4 참조)
나.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이
외에 아래와 같이 신청기관의 경영시
스템에 일부 불충족한 사항이 발생되
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보완)
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증거를
평가반에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
1) 인정기준에 따라 시스템은 갖추
고 있으나, 절차가 일부 시행되지
않는 경우
2) 해당 교육 미이수
3) 기술인력의 능력 부족(자격요건 미충
족 등)
4) 장비, 시설 및 환경이 부적절한
경우
5) 해당 시험/측정장비 또는 (인증)
표준물질의 소급성 유지가 미비한
경우
6) KOLAS 공인성적서(인증서 등)의
기록내용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
는 경우
7) 해당 시험/측정에 필수적인 원시
데이터 외 일부 기술기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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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가 미흡한 경우
8) 불확도 추정을 하지 않는 경우
9) SI 단위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위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사항
2. 유의(Concerns, CN)
부적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견내용으
로 신청기관의 시정조치 계획 및 일정을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반이 확인하고, 시
정의 이행 여부는 차기 평가시 확인한다.
3. 권고(Comments, CM)
요구사항은 충족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
지가 있는 사항으로 시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청기관이 내부적으로 검토하
여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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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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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변경

<신 설>

별지서식 제5장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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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서식 신설

별지서식 제6장
별지 제3호 서식

별지서식 제6장
별지 제3호 서식

LAS시스템에 의해 작성됩니다.)

정보통합시스템에 의해 작성됩니다.)

문서심사 체크리스트(해당사항은 e-KO

문서심사 체크리스트(해당사항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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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KOLAS-R-002 별표 3)
에 따라 제출받는 서류와 점검표
항목이 상이하여 수정 필요

<신 설>

별지 제10호 서식

평가 서식 신설

<신 설>

별지서식 제7장
별지 제3호∼제10호 서식
별지서식 제8장
별지 제3호∼제10호 서식
<삭 제>

신규 인정분야 도입에 따른 별지서
식 반영
KOLAS/KAS 통합에 따른 별지서
식 반영
타 문서(KOLAS-R-006)로 이동

<신 설>
별지서식 제1장 ∼ 제8장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인정마크 사용 및 ILAC-MRA 조합마크 점
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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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R-004 KOLAS
현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신· 구조문 대비표

행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라 한다)에서 활용하는 평가
사와 기술전문가의 지식(knowledge),
스킬(skill) 및 자질(attribute)에 관한 요
구사항, 선정, 교육훈련, 공식적 자격 부
여 및 이들의 직무수행도를 확인하기 위
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절
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비고 이 요령에서 적합성평가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한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숙련
도시험운영, 메디컬시험 분야에 적용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신 설>

개

정

안

비고

제1조(목적) --------------------(이
하 "인정기구"라 한다)----------------------------------------------------------------------------------------------------------------------------------------------------------------------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
------------------------------- 분야 반영
-------------------------------------- 메디컬시험, 생물자원은행운
영, 제품인증 정의)
--------------.
제2조(용어의
용어정의 통합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
OLAS-R-001)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
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KS Q IS
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①“평가사(Assessor)”란 인정기구로부 1. ----------------------------- 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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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단독 또는 평가반의 일원으로 KOLA
S 공인기관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정
된 사람을 말하며, 평가사는 선임평가
사, 기술평가사, 평가사보로 구분한다.
②“선임평가사(Lead Assessor)”란 평가
반의 반원 선정 지원, 평가반 관찰평가,
평가사보 교육·지도 및 평가계획의 수립
등 평가반을 리드하고 평가수행과 관련
된 최종결정을 하며, 평가보고서를 조정
하고 제출하는 평가사를 말한다.
비고 선임평가사는 평가반장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으며, KOLAS 공인기관 및
신청자의 평가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선
임평가사는 경영시스템의 평가 또는 기
술평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기술평가사(Technical Assessor)”란
특정 인정신청 분야에 대해 KOLAS 공
인기관의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평
가사를 말한다.

비고 평가사는 평가반의 일원으로서 평가계획에 따라 해

당분야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기술평가사는 적

------------------------------------------------------ 등록된
-------------------------------------------------------.
2. ----------------------------- 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 이끌고 ---------------------------------------------------------------------. 선
임평가사는 다음의 각 목을 수행할 수
있다.
가. 평가반장 역할과 KOLAS 공인기관 및 신청자의 평

가업무 총괄
나. 경영시스템의 평가 또는 기술평가사의 역할 수행

3. ----------------------------- 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 말하며, --------------------------------------------------------.

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

④“평가사보(Provisional Assessor)”란 4. ----------------------------- 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평가사로 등록된 자 중 현장평가 경험을 ------------------------------- 91 -

충족하지 못하여(별표 1의 2. 승급 등록
요건 참조)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경험이 요구되는 평가
사를 말한다.
⑤“담당직원(Case Officer)”이란 인정기
구의 방침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며
해당 평가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선임
평가사, 기술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정기구 직원을
말한다.
⑥“기술전문가(Technical Expert)”란 해
당분야 기술평가사로 자격 부여를 받지
는 못하였으나, 해당분야와 관련된 특정
지식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도록 임명된
사람으로, 특수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하는 평가반의 반원을 말한다.
인정에 대한 관련표준(예를 들면, KS Q
ISO/IEC 17025, KS Q ISO/IEC 17020,
KS P ISO 15189, KS Q ISO/IEC 1704
3, KS A ISO 17034 등)과 KOLAS의 관
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 부족한 기술전문가는 반드시 기술평
가사와 동행하여야 한다. (“동행”은 평
가활동 전체에 걸친 긴밀한 지휘 감독을
의미한다.).
⑦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등록(Regis
tration of Assessor or Technical exper

------------(별표 1 제3호의 평가사
승급 ----------------------------------------------------------------.
5. ----------------------------- 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 평가
사 ---------------------------------------------------------------.
6. ----------------------------- 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 등록
된 ----------------------------------------------------------. -------------------------------------- 17025 ---------------------------------------------------------------------------------------------------------------------------------------------------------------------------------------------------------.
7. ----------------------------- 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 92 -

t)” : KOL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KOLAS
에서 해당 인정프로세스의 활동을 수행
하는 인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다음의 표준
은 이 요령에 인용됨으로써 이 요령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관련표준 및
법령은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
한다.
1. (생 략)
2. KS Q 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이란 ---------------------------------------------------------------------------------------------------------------.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 표준
및 법령은 --------------------------------------------. ----------------------------------------------.
1. (현행과 같음)
2. -----------------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KS A ISO 17034 - 표준물질 생산기 5. ------- 17034 ---------------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역량------------------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KS J ISO 20387 생명공학 - 생물자
원은행 운영 - 생물자원은행 운영의
일반 요구사항
<신 설>
8.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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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신규 인정분야 반영
KOLAS/KAS 통합 반영

7.ㆍ8. (생 략)
<신 설>

대한 요구사항
9.ㆍ10.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11. IAF MD 20 Generic Competence fo KOLAS/KAS 통합 반영
r AB Assessors: Application to ISO/I
EC 17011
최신 문서 반영

9. APAC-CBC-002 Guidelines on Training Courses f

12. ------------------------------------------

or Assessors (Laboratories, Inspection Bodies, Refere

-----------------------------------------------

nce Material Producers,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 Biobanks)

s)

10. ∼ 12. (생 략)
제4조(평가사 등록 분야 및 범위) 평가사
의 등록 분야 및 범위는 아래 각 호에
규정된 분류기준에 따르며, 추가로 분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인정
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교정분야 : 「KOLAS 공인기관 인정
제도 운영요령」 별표 1의 1. KOLAS
공인교정기관의 중분류
2. 시험분야 : 「KOLAS 공인기관 인정
제도 운영요령」 별표 1의 2.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중분류

13. ∼ 15.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와 같음)
제4조(등록 분야 및 범위) 평가사 및 기술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
전문가----------------------- 다
음의 --------------------------------------------------------------------------------.
1. 교정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 자구수정
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2. 시험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
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 94 -

3. 검사분야 : 「KOLAS 공인기관 인정
제도 운영요령」 별표 1의 3. KOLAS
공인검사기관의 중분류
4. 숙련도시험운영분야 : 1호, 2호 및 6
호의 분류기준
5. 표준물질생산분야 : 「KOLAS 공인
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의 5.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의 중
분류
6. 메디컬시험분야 : 「KOLAS 공인기
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의 6.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의 대분
류
<신 설>

3. 검사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
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4. 숙련도시험운영분야: 제1호, 제2호 및
제6호---5. 표준물질생산분야: 「KOLAS 공인기
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5호
-----------------------------6. 메디컬시험분야: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6호 ----------------------------

7. 생물자원은행운영분야: 「KOLAS 공 신규 인정분야 반영
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7호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의
대분류(단, 인체유래물은 중분류 기준
을
적용한다.)
<신 설>
8. 제품인증분야: 「KOLAS 공인기관 KOLAS/KAS 통합 반영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제8호 K
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제5조(평가사 등록기준) ①평가사로 등록 제6조(등록기준)
① 등록신청자는중분류
------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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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학력,
경력, 교육훈련, 역량, 평가경험 등을 갖
추어야 한다.
②인정기구는 평가사에 대한 등록을 행
함에 있어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이동>
제6조(평가사 등록신청) ①평가사로 최초
등록 또는 자격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인정기구
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KOLAS 홈페이지의 평가사 등
록신청 항목과 신상/경력 등의 정보 항
목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세부 신청방
법에 대하여는 KOLAS 홈페이지 평가
사 페이지의 '평가사 매뉴얼'의 신청방
법에
따른다).
1. ∼ 2. (생 략)
3.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신청자의 평가분야에

-----------------------------------------------------------------.
② ---------------------- 등록에
-------------------------------------------------------------------.
③ ----------------------------------------------------------------------------------------------------------------------------------------------.
제5조(등록신청) ①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
로 --------------------------------------------------------------------------------------------------------------------------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 -----------------------------------------------------------------------인정정보통합시스템-------------------------.
1. ∼ 2. (현행과 같음)
자구수정
3.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신청자의 평가분야에 대

대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경력이 상세히 포함되거

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경력이 상세히 포함되거나

나 경력증명서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을 참고

경력증명서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의 평가사

하여 추가 입증서류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및 기술전문가 등록 등의 요건을 참고하여 추가 입증서류들
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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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합격증(사본) 1부
5.ㆍ6. (생 략)
<제20조에서
이동>

4. --------(사본)(보수교육의 경우 수 문구 현행화
료증)
-----5.ㆍ6. (현행과 같음)
조항 이동

②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등록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른 서약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평가사 등록심의) ①인정기구의 장
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료를 인
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
야
비고한다.
평가사의 심의자료에는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의 설문
조사, 관찰평가 결과와 해당 평가사가
작성한 평가보고서(체크리스트 등)를
포함할
수
있다.
②인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심의자료를 근거로 등록신청자가 평가
사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
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격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정위원회
는 심의자료만으로 심의를 하기 어렵다
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
나 필요시 등록신청자에 대한 면접심사
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된 평가
분야가 제4조의 분류기준으로 5개를 초
과하는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는 면접심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행 ②와 같음)
제7조(등록심의) ① -----------------------------------------------------------------------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②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의 관찰평가 결과, 설문조사와 해당 평
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
③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평가사 자격심
의위원회-------------------------------------------------------------- 필요한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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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별도 위원회
신설 반영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
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별도 위원회
신설 반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
라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류
또는 인정 불가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사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①인정기구의 장은 제7조의 규정 의거
인정위원회에서 심의된 평가사 등록신
청자에
대하여
최종
승인한다.
② 승인된 평가사에게는 다음의 사항을
발급하고
자격을
부여한다.
1.2. (생
략) : 등록증서(별지 제5호 서
평가사보
식) 기술전문가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제3장

④ 제3항의-----------------------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
제8조(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①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평
가사
및
기술전문가
-------.
②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1.2. 평가사보
(현행과 같음)
및 기술전문가: --------<삭------------제>

제9조(기술전문가 등록 분야 및 범위) 기술 <삭 제>
전문가의 등록 분야 및 범위는 제4조의
각 호에 규정된 분류기준에 따르며, 추가
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와
인정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기술전문가 등록기준) ①인정기구 <제6조 제3항으로 이동>
의 장은 특정 분야를 평가할 평가사가
없을 경우, 평가사로 등록된 자가 아닐
지라도 평가사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능
력이 있는 자를 KOLAS 기술전문가로
등록 관리할 수 있다.
②기술전문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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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별도 위원회
신설 반영
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별도 위원회
신설 반영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에
따라 삭제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에
따라 조항 이동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에

별표 1에 따라 학력, 경력, 역량 등을 갖
추어야 한다.
③인정기구는 기술전문가에 대한 등록
을 행함에 있어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1조(기술전문가 등록신청) ①기술전문 <삭 제>
가로 등록 및 자격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인정기
구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KOLAS 홈페이지의 기술전
문가 등록신청 항목과 신상/경력 등의
정보 항목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세부
신청방법에 대하여는 KOLAS 홈페이지
평가사 페이지의 '평가사 매뉴얼'의 신
청방법에 따른다).
1. 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
명함판 사진 3X4 cm)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는 신
청자의 평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
인할 수 있는 근무경력이 상세히 포함
되거나 경력증명서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추가 입
증서류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4. 등록증/자격증(사본) 1부(해당되는

따라 삭제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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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②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등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등
록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전문가 등록심의) ①인정기구 <삭 제>
의 장은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료
를 인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비고 기술전문가의 갱신등록 시
해당되는 경우 심의자료에 별지 제7호,
제8호의 설문조사, 관찰평가 결과와 해당
기술전문가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②인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심의자료를 근거로 등록신청자가 기술
전문가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격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정위
원회는 심의자료만으로 심의를 하기 어
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 보완을 요구
하거나 필요시 등록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된
평가분야가 제4조의 분류기준으로 3개
를 초과하는 등록신청자에 대해서는 면
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
라 인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류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조항 통합에
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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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정 불가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전문가 등록 승인 및 등록증
발급) ①인정기구의 장은 제12조의 규정
에 의거 인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기술전
문가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최종 승인한
다.
②승인된 기술전문가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증서를 발급하고 자격을 부
여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①등록취소
등
제14조(등록
유효기간)
(생
략)
②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제5
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지속
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략)
제15조(사후관리)
①
(생
②제1항에 따른 작업수행도 평가는 다
음의 방법을 조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
며,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차후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추가훈련을
받도록
한다.(최소 3년에 1회 이상, 별지
1. 정식관찰
제8호
서식)
2.3. KOLAS
(생 략) 공인기관의 피드백(별지 제7
호 서식) ①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제16조(갱신)

<삭 제>

제3장 사후관리
및①등록취소
등
제9조(등록
유효기간)
(현행과
같음)
② ------------------------ 제6 자구수정
조-----------------------------------------------.
제10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 상세 내용 별표로 이동
음의 각 호를--------------------------------------------. <후단
별표 2로 이동>
1. 현장 관찰평가------------- 별지 자구수정
제3호
--2.3. (현행과
같음)설문조사(별지 제4호 서 자구수정
피평가기관
식)
제11조(갱신)
①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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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갱신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유
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6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에
대해 략)
갱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2. 제19조의
(생
규정에 의거 등록이 취소된
자
3. 평가사의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수교육을①별표
이수하지
않은 평가사보에
자
제17조(승급)
1에 따라
서 기술평가사로 또는 기술평가사에서
선임평가사로 승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를 준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급 절차는 최초 등록 절차
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선임평가
사로 승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정
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제4조
제18조(등록범위
변경) ①평가사가
에 따른 등록 범위를 변경(확대를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하여 등
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
에게
② (생제출하여야
략) 한다.

------------------------------------------------ 제5조-----------------------------------------------------------------.
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제1항-------------------------3. ----------- 제16조----------------------------------제12조(승급)
① 평가사보--------------------------------------------------------------------------- 제5조---------------------------------------------------------.
② --------------------------------------------. ------------------------------------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13조(등록범위
변경) ① ------------------------------------------------------ 제5조--------------------------------------------------------.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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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자구수정

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별도 위원회
신설 반영
자구수정

제19조(자격 정지 및 취소) ①인정위원회
는 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4에 규정된 평가
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정지 또는 평가
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
다.
②등록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이외의 사항
으로 자격유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거
나, 제15조에 따른 작업수행도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완료 시까
지 차후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비고 시정조치 요구 시 추가 교육훈련
이수 지시, 동일분야 인정평가에 대한
관찰평가(참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KOLAS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위원회 심의 후
승인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
정조치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
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

제14조(자격 정지 및 취소 등) ①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별표 3-------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 정
지 및 취소 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교육훈련 명령을 명령하거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을 정지 또는 ------------.
② -------------------------------------------------------------------------------------------, 제10조에 ---------------------------------------- 교육훈련
이수 지시, 동일분야 인정평가에 대한
참관 등(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
③ --------------------------------------------------------------------------------------------------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 --------------------------------------------------------------------------------------------------------------------------.
④ ---------------------------- 103 -

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별도 위원회
신설 반영

자구수정

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별도 위원회
신설 반영

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별도 위원회

격정지 기간 이후 인정위원회로부터 면
접심사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후 평가업
무를 재개해야 하며, 제2항의 시정조치
를 요구받은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조
치사항을 KOLAS에 제출하여 인정위원
회 심의를 통과한 후 평가업무를 재개해
야 한다.
제5장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준수사항
제20조(서약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등록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사
서약서에 서약을 실시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직무수행규범 및 기밀보장) ①평
가사 및 기술전문가로 등록된 자는 별표
3에 정한 평가사 직무수행규범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는 제20조에 따
른 평가사 서약에 따라 피 평가기관으로
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현
존하거나, 과거의 또는 예측되는 모든
관계에 대해 인정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적격성
유지)
①
(생
략)
②평가사로 등록된 자는 새로운 전문지
식 및 평가기술을 배양하기 위하여 KO
LAS에서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서 실시하는 평가사 보수교육을 3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제6장한다.
보 칙
제23조(이의제기) ①제7조 및 제12조의 규

------------- 평가사 자격심의위원 신설 반영
회로부터 ---------------------------------------------------------------------------------------------------------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준수사항
제4장
<제5조제2항으로 이동>
조항이동
제15조(직무수행규범 및 기밀보장) ① -------------------------- 별표 4
---------------------------------------.
② ----------------- 제5조제2항-------------------------------------------------------------------------------------------------------------------------------------------------------.
제16조(적격성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정
기구가 지정한 ---------------------------------------- 지속적으
로 --------------.
제5장 보 칙
제18조(이의제기) ① 제7조------------ 104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정에 의한 등록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
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결과에

------------------------------------------------------------------------------------------------------------------------------------------------------. 자구 수정

② 제14조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취소에 --------------

이의가 있는 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

할 수 있으며, 인정기구의 장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

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04월 07일까지
로
한다.
별표 1.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요건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요령의 재검토) -------------- 요건 현행화
---------------------------- 이 요
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 등 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
의 요건
분야 반영
1. 평가사 등록 요건
나. 경력
3) 분야별 추가요건
나) 생물자원은행 분야 : 인체유래
물에 대한 기술평가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명과학/의약·보건/분자생물학
관련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생물자원은행 등 관련 업무 실무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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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경력을 2년 이상 보유
(2) 보건의료 관련법(의료법, 약사법,
수의사법, 의료기사법 등)에 따른
자격증을평가사
소지 및 기술전문가 역 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
별표 1 부속서.
량 요구사항
분야 반영
제1부 평가사 역량 요구사항
2. 평가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스킬
가. 평가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역량
5) 적합성평가기관이 활용하는 적합
성평가스킴 요구사항, 기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식
마) 생물자원은행 평가에 대한 기술
적인 역량
(1) 생물자원은행 활동에 대한 이
해 및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
(2) 생물자원별 요구되는 해당 법
규, 규제 및 안전 관행 등에
대한 지식
(생명윤리, 생물안전 등)
(3) 균질성, 안정성 평가 및 특성
화를 위한 통계기법에 대한
지식
(4) 생물자원은행 활동에 대한 절
차의 올바른 시행(해당하는
경우, 시험/분석 방법)
(5) 해당하는 경우, 측정불확도의
추정에 대한 개요
(6) 생물자원은행 프로세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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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적인 근거
(7) 관련 절차와 용어
바) 제품인증기관 평가에 대한 기술
적인 역량
(1) 해당 제품 시험·검사, 공정 등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한 전반
적인 특성의 이해
(2) 인증관련 법규, 국제표준 및
기술규정 등 세부요건
(3) 인증기관이 신청한 제품의 규
격에 대한 유효성 검증
(4) 샘플링 및 샘플링 검사기법
(5) 규격 및 동 요건의 근원
<신3. 설>
3.별표제품인증분야
작업수행도 평가 항목
별표
평가사 직무수행규범
4. 평가사 직무수행규범
별표 4. 평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 별표 3.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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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반영 자격정지
별표 순서 변경,통합평가사
및별표취소순서기준변경,구체화
평가사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 구체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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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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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서식을 내부
문서로 이동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평가사 자격심의 관련 서식을 내부
문서로 이동

- 110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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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
분야 반영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문서명 변경 반영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문서명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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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서식 변경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관찰평가 항목 및 배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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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R-005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1. 적용범위
5.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의 평가사,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또는 운영
책임자), 내부심사자, 실무자 양성
을 위한 KOLAS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의 운
영요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요령에 인용됨으로써 이
요령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관련표준
은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ILAC-G3 Guidelines for Training Course
s for Assessors Used by Accreditation B
odies
<신 설>

개

정

안

사유

제1조(목적) ----------------------- KOLAS/KAS 통합 반영
-----------------------------------------------------------------------(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숙련도시험운
영기관의 경우에는 운영책임자, 제품인증
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책임자), --------, 실무자(제품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인증
심사원) ---------------------------------------------------------------------------.
제3조(인용표준 등) 다음 각 호의 표준과 자구수정
지침은 ----------------------------------------------------------------------.
1. ---------------------------------------------------------------2. IAF MD 20 Generic Competence for
AB Assessors: Application to ISO/IEC 1
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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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CBC-002 Guidelines on Training
Courses for Assessors (Laboratories, Ins
pection Bodies, Reference Material Produ
cers, Proficiency Testing Providers)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 – 적합
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KS Q ISO 19011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
라인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해석 지침
3. 용어와 정의

3.1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적합성평가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KOL
AS 공인기관 인정제도에 필요한 평가사,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또는 운영책임자),
내부심사자, 실무자 등의 인적자원을 체계

3. ----------------------------------------------------------------------------------------------------------------------, Bioban
ks)
4. -----------------------------------------------------5. --------------------------------6. -------------------------------제2조(용어와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
01) 제2조(용어의 정의),「KOLAS 공인기
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용어의 정의),「KOLAS 평가사 자
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4)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
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
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
도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 기술책임자, ----------------------------------, 인증심사원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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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반영
최신문서명 반영

용어정의 통합

자구수정

적으로 교육․훈련하는 기관
3.2 교육과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인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교육․훈
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 과정
3.3 교육생 :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개인
3.4 교육업무 :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과정을 기획․준비, 교육생 모집,
교육실시, 교육생평가, 수료증 교부 및 필
기시험 결과를 교육생 개인에게 알리는 행
위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활동
3.5 판정활동 : 인정기구의 장 또는 전문인
력 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
가를 시행하고 합격/불합격의 결정을 내리
는 행위
3.6 교육 품질경영시스템 : 교육과정운영
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구조, 절차, 과정
및 경영자원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적합성평가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
항에 규정된 사항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 설>

2. “교육과정”이란 -----------------------------------------------------------------------을 말한다.
3. “교육생”이란 -----------------------을 말한다.
4. “교육업무”란 --------------------------------------------------------------------------------------------------------------------------------------------을 말
한다.
5. “판정활동”이란 ---------------------------------------------------------------------------------------를 말한다.
6. “교육 품질경영시스템”이란 ----------------------------------------------------을 말한다.
제4조(지정기준)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 이동 및
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구조 변경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과정은 제6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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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 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있어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범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4.1 일반요건
<별표 1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 이동 및
(1) 교육 업무의 수행방침, 절차 및 그 운
구조 변경
영은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2)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조건으로 부
당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과하
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육내용이 이 기준에서 정한 교육과
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최신상태
(온라인 교육 제공 포함)가 유지됨을 보장
하여야 한다.
4.2 조직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법적으로 책임
을 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업무 이외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육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별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절차
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을 수행하
여야 한다.
1) 교육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경영책임
자 및 소속직원의 자격과 경험요건의 문서
화
2)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권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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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및 직무분담의 계통을 나타내는 조직도
규정(여기에는 교육활동에 책임을 가진 자
와 판정활동에 책임을 가진 자와의 상호관
계를 포함한다).
3)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활동과
판정활동을 구별하기 위한 절차 수립
4) 직원 및 강사의 채용과 교육훈련 및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수립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공
정한 운영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교육업
무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모든 업무를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이에 대
한 자격기준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갖추어
야 한다.
1) 품질방침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2) 교육결과의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3) 교육생 또는 교육신청자로부터의 불
만 및 이의제기사항 처리에 대한 최종 검
토
4.3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4.3.1 품질경영시스템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최고경영자는 품
질목표와 실천의지 표명을 포함한 품질방
침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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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수행할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품질경영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품질경영시
스템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문서화된
품질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가 효과적으
로 실시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3.2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1) 내부심사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품질보증 시스
템이 이 요건을 만족하고 실행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
법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심사는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되어
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최고경영자에게 심사결과 보고
② 적절한 시정조치 및 결과의 유효성
확인
③ 심사결과의 기록
(2) 경영검토
1) 최고경영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한 유효성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 1회 이
상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상황을 검토하
여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최고경영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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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모든 직원들이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4.3.3 문서관리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업무와 관
련된 모든 문서 및 교육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확립·유지하여야 한다.
(2) 이들 문서는 최초 발행, 개정 또는 변
경하기 전에 적절히 위임받은 적임자가 심
사하고 그 타당성을 승인하여야 한다.
(3) 각 발간물마다 개정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전체 문서목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4) 이들 문서는 교육생을 포함한 관계자
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4 교육과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
고 문서화하여 인정기구의 장 또는 교육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권한을
규정한 문서
(2) 교육과정의 구성 및 강사
(3)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
한 사항
(4)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5) 교육생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불합격의 기준
(6) 교육과정 중의 관찰평가에는 합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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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수료증
의 발급절차 및 관찰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절차
(7)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시험 안
내 절차
(8) 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4.3.5 기 록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업무가 이
기준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기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이 기록 시
스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
1) 실시한 교육과정의 일시, 장소, 시간
배분, 참가한 강사 및 교육생 주소와 성명,
광고를 한 경우 광고매체명과 일자, 사용
된 교재의 관리번호
2)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의 합격/불합
격을 기재한 과정별 교육생의 명부(재시험
자 명부, 점수 포함)
3) 합격증/수료증의 교부에 대한 기록
4) 관찰평가서 및 관련요약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계약, 법률 기타
업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방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기록을 유지하는 경
우 이 기준 4.3.4와 일치하는 방침과 절차
를 갖추어야 한다.
(3) 기록은 한글로 하드 카피 또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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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등의 형태로 기록될 수 있으나 (1)의
기록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4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4.3.6 기밀유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이 서면으
로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생에 대한 필기
시험 및 관찰평가 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정기구의 장이 요
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7 불만처리 및 설문조사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 등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관계되는 자가 교육과정
중에 제기한 이의, 불만 및 분쟁을 처리하
기 위한 절차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
육과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
1) 교육생이 교육과정에 제기한 이의,
불만 및 분쟁에 대한 기록과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할 것
2)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것
4.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및 강사의 자
격요건
4.4.1 일반요건
(1) 교육업무에 관계되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직원 및 강사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 외에 교육업무수행에 필요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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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요건 및 평가경험 등을 포함하는 자
격기준을 정하고 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직원 및 강사에
게 직무와 책임을 규정한 명확한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직원 및 강사의
교육업무에 관한 교육·훈련, 평가 및 교육
강사 경험에 대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기
록․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 특히, 소속된 교육 강사(계약된 교육
강사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절차를 정하고 최신의 기록을 유
지하여야 한다.
1) 이름, 주소, 부서, 직위
2) 교육훈련 이수사항 및 전문 자격
3) 실무경력 및 평가 경력
4) 교육훈련 실시 경력
5) 기록 일자
4.4.2 강사진 구성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별 전
임강사를 2명(정밀측정 교육과정의 경우
에는 1명으로 한다)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강사의 교육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 등으
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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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교육과정의 강사는 4.4.1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경력과 지식
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강사 중
주강사는 교육과정을 계획, 관리, 실시할
능력을 갖추고, 보조강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참석한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숙
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평가사과정의 주
강사는 선임평가사이어야 한다.
(3) 교육생이 9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강사가(전임강사 포함) 운영하여야
하며, 2명의 강사는 연수의 전 과정동안 강
의 또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
다. 다만 교육생이 9명 미만인 경우에는 1
명의 전임강사가 운영할 수 있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절차
5.1 지정절차 안내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평가, 지정 및 공고 등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정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2 지정신청 등
(1) 지정신청자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인정기구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불필요 문구 삭제

제5조(지정 신청) ① 신청기관은 법 ----- 자구수정
----------------------------------------------------------------.
⑦ (현행 (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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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3) (생 략)
1) · 2) (생 략)
(4) 교육과정은 평가사양성교육, 내부심
사교육, 공통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
고자 하는 자는 교정, 시험, 검사, 표준물
질,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등 분야별
로 상기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지정신청 할
수 있다.

② (현행 (3)과 같음)
1. · 2. (현행 1) · 2)와 같음)

③ --------------------------------------------------------------------- 신청기관은 ---------------------------------------------------------------------, 생물자원
은행운영, 제품인증 ------------------------------------------------.
(5) 인정기구의 장은 각 교육과정이 적정 ④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 가질 수
배정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도록 전문인 있게 ----------------------------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5.3 처리기간
<삭 제>
(1) 인정기구의 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평가 및 심의를 완료하고 최
종결과를 인정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은 지정신청자에게 초과 사유와 평가완
료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5.4 수수료 등
<제10조로 이동>
(1) 지정신청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정하
는 신청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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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분
야 반영

자구수정
요건 현행화

조항 이동

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을 준용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5.5 서류 검토
(1) 인정기구의 장은 서류검토 결과, 지정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기구의 장
이 신청서류를 반려한 때에는 그 사유와
문서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6 평가계획 수립
(1) 인정기구의 장은 지정신청자의 신청
서류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개
시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
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 자구수정
------------------------------------------------------------------------------------------------------------------------------------.
⑥ 제5항에 따라 ------------------ 자구수정
------------------------------------------------------- 신청기관에
----------------.
제6조(평가계획 수립) ① ------------- 자구수정
--------------------------------------------------------------------------------------------------------- 신청기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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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2) (생 략)
5.7 평가반 구성
(1) 인정기구의 장은 지정신청서가 접수
되면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로 평가반
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기타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KOLAS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을 준용한다.
5.8 현장평가
(1) 평가반장은 지정신청자의 품질경영시
스템과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면담,
현장관찰, 교육실적 등 관련 기록확인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평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활동은 시
작회의, 현장평가, 부적합사항에 대한 동
의, 평가결과의 정리, 종결회의 순으로 진
행한다.
(3) (생 략)
5.9 평가점검표 제출
(1)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평가보
고서를 2부 작성하여, 인정기구의 장과 지
정신청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평가점검표

1. ∼ 4. (현행 1) ∼ 4)와 같음)
② (현행 (2)와 같음)
③ ------------------------------------------------------------------------.
④ -------------------------------------------------------------------------------------------------.
제7조(평가 및 평가보고서) ① ----- 신청 자구수정
기관의 제출내용과-------------------------------------------------------------------------------------------.
② 제1항의 ----------------------------------------------------------------------- 종료회의 ----------.
③ (현행 (3)과 같음)
④ ----------------------------- 자구수정
-------------------------------신청기관에게 ------------------.
⑤ (현행 (2)와 같음)
1. ---------------- KOLAS 전문인
력 양성기관 평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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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적합보고
서 및 증빙자료
3) ∼ 4) (생 략)
5.10 조치결과의 확인
(1) 지정신청자는 현장평가시 지적 받은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종료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인
정기구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자가 취한 조
치결과의 확인은 해당 평가사 또는 사무국
직원이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
한 경우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5.11 지정여부의 결정
(1)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교육
훈련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
야 한다.
(2) 교육훈련위원회는 평가과정의 적정성
과 함께 지정신청자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를 심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
라 교육훈련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승인,
조건부 지정, 지정 보류, 업무정지 또는 지
정 불가(지정취소) 중 선택하여 별지 제4
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서
명한 후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4) 교육훈련위원회 심의결과가 지정불가

2. ------------------------------- 관련 증빙자료
3. ∼ 4. (현행 3) ∼ 4)와 같음)
⑥ 신청기관은-------------------- 자구수정
----------------------------------------------------------------------------------------------------------------------------.
⑦ 제6항에 --- 신청기관이 ---------------------------------------------------------------------------------------------------.
제8조(평가 결과 심의) ① ------------ 자구수정
평가보고서와 시정조치 결과를 -------------------------------------------------.
② -------------- 평가보고서 및 시
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 신청기관이
-----------------------------------------------------------.
③ ------------------------------------------------------------------------------------------------------------------------------- 심의결과 통보서에 심의결과를 기재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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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종 결정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지
정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사유와 함
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인정기구의 장은 평가보고서의 검토
결과, 시정조치 기간 내에 시정이 완료되
지 않았을 경우 교육훈련위원회 심의를 생
략하고 지정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5.12 지정 공고
(1) 인정기구의 장은 교육훈련위원회에서
지정 승인을 받은 지정신청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6.2 (1)에서 이동>

------------------------------신청기관에게 ------------------------------------------.
⑤ ------------------------------------------------------------------------------------------------- 신청기관에게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공고)
① ------------ 교육훈련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을
-------------------------------------------------------.
1. ∼ 3. (현행 1) ∼ 3)과 같음)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은 지
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지정범위 추
가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2)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KOLAS 전문인력
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별지 제5호 서식 양성기관 --------------------.
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5.4에서 이동>
제10조(수수료) ① 신청기관은 인정기구의 조항 이동
장이 정하는 신청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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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도 및 감독
6.1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1)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연간 교육실적, 차년도 교육계획 및 문제
은행 현황을 매년 12월 초까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사항을 구
비하고 인정기구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관 및 기부행위
3) ∼ 6) (생 략)
7)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
3)을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실적 및 계획 보고) ----------- 자구수정
-------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
제16조(정보 제공) ----------------------------------------------------------------------.
1. (현행 1)과 같음)
2. 정관
3. ∼ 6. (현행 3) ∼ 6)과 같음)
7. 해당되는 경우에는 ----------------

6.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유효기간, 사
후관리 및 갱신지정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은 지 <제9조 제2항으로 이동>
조항 이동
정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지정범위 추
가시에는 기존의 잔여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품 제11조(사후관리) ① ---------------- 자구수정
- 135 -

질경영시스템이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초
지정 후에는 1년마다 정기 사후관리를 실
시하여야 한다. 갱신지정 후에는 2년마다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사
후관리 대상기관에 평가개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갱
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갱신 지
정 절차는 최초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적
용한다.

---------------------------------------------------------------------------------------------------------------------------------. ------------------- 사후관리를 -----------. ----------------------------------------------------------.
② (현행 (3)과 같음)
제12조(갱신) ---------------------- 자구수정
------------------------------------------------------- 갱신 지정에
대한 절차는 -----------------------------------.
제14조(지정 취소 등) ① ------------- 자구수정
--------------------------------------------------------------------------------------------------------.
1. · 2. (현행 1) · 2)와 같음)
② ------------ 법 ---------------------------------------------------------------------------------.

6.3 지정취소 등
(1)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시정조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 2) (생 략)
(2) 인정기구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생 략)
(4) 제4항에 의한 의견 제출은 작성자가 ③ (현행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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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5) 인정기구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의견
제출 내용을 교육훈련위원회에서 심의하
도록 하며, 교육훈련위원회는 전문인력 양
성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결정
시 교육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처
분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6) · (7) (생 략)
6.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신청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정기구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1. ∼ 5. (생 략)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지정서 기재사
항이 변경되었거나, 지정서를 분실, 훼손하
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사
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지정서 재교부
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인정기구의 장은 (1) 또는 (2)의 규정

④ 제3항----------------------------------------------------------.
⑤ ---------- 제3항----------------------------------------------------------------------------------------------------------------교육생 및 평가응시자에게-------------------------------------------.
⑥ · ⑦ (현행 (6) · (7)과 같음)
제13조(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서 재교부) 자구수정
① -------------------------------------------------------------------------------------------------------------------------------------------------------------.
1. ∼ 5. (현행과 같음)
② ---------------- 기재사항 변경,
--------------------------------서식에 따라 -------------------------------------------------------------------------------------.
1. · 2.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 신고사항이 --------------------------------------------- 137 -

에 의한 보고사항이 품질경영시스템의 유
지 및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
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전문인력 양성기
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부적합사항이 시정조치 될 때까
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교육과정 운영요건
7.1 교육실시전 사전 전달사항
(1) 교육장 소재지, 교육일정 및 기타 준
비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교육생에게 전달한다.
(2) 최소한 KS Q ISO/IEC 17025, KS Q
ISO/IEC 17020, KS Q ISO 19011, KS A I
SO 17034, KS A ISO Guide 35, KS P IS
O 15189, KS Q ISO/IEC 17043 및 적합성
평가의 개요 및 인정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2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문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료를 적절히 교육생에게 제공하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1) 교육 프로그램
(2) KS Q ISO/IEC 17025, KS Q ISO/IE
C 17020, KS Q ISO 19011, KS A ISO 170
34, KS A ISO Guide 35, KS P ISO 15189,
KS Q ISO/IEC 17043 및 인정제도 관련법

----------------------------------------------------------------------------------------------------------------------------------------------------------------------.
<별표 4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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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규와 기타 중요한 문서들의 사본
(3) 인정제도를 기술한 문서
(4) 인정과정의 단계를 기술한 문서
(5)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 기술한 문
서
(6) 가능한 경우, 품질매뉴얼 작성 지침
(7) 가능한 경우,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를 위한 지침
(8) 평가중 사용할 양식서 견본들(예. (부
적합, 유의)보고서, 체크리스트, 기타 평가 관
련 양식 등)
(9) 평가사 관행, 부적합사항 파악, 시험
및 교정기관과의 의사전달 등의 사례제공
을 위한 가상평가
(10) 시험 및 교정성적서, 품질경영시스
템 평가기록, 고위 경영진에 의한 품질경
영시스템 검토를 위한 협의사항 등의 견본
7.3 교육실시전, 교육생 수준 파악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개
시 전에 설문서 확인 등 가능한 방법을 통
해 각 교육생이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지식을 숙지하고 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① 제도개요 및 행정절차
② 관련법규 및 규정 개요
2) 적합성평가제도 및 국제동향 개요
3) 관련 요건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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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적합성평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의 규정에 의
하여 파악한 교육신청자의 지식 정도에 관
한 정보를 해당 교육과정의 전임강사에게
교육과정 실시전까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강사는 사례연구 등의 실시를 위
한 교육생 그룹편성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
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신청자의
지식정도가 교육과정을 수강하는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해당 교육신청
자에게 사전에 습득하여야 할 항목 및 사
용할 교재를 조언 또는 지도할 수는 있으
나 이를 근거로 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없
다. 다만, 평가사양성교육의 경우는 평가사
등록요건을 참조하여 교육신청자의 수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7.4 교육과정의 내용
(1) 교육과정은 평가사양성교육, 내부심
사교육, 공통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과
정으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교육과정은 각각 다음과 같
이 재구분할 수 있다.
① 평가사 양성교육 : 신규양성교육,
선임양성교육
③ 공통교육 :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KS Q ISO/IEC 17020 운영실무,

제17조(교육과정) ① ---------------- 자구수정
-------------------------------------------------------.
② ----------------- 다음 각호와
같이 재구분할 수 있다.
1. -------------- : ---평가사 -----, ---평가사 -----3. 공통교육
가.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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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ISO 17034 운영실무, KS P ISO 151
89 운영실무 및 KS Q ISO/IEC 17043 운
영실무

나. KS Q ISO/IEC 17020 운영실무
다. KS A ISO 17034 운영실무
라. KS P ISO 15189 운영실무
마. KS Q ISO/IEC 17043 운영실무
바. KS J ISO 20387 운영실무
사. KS Q ISO/IEC 17065 운영실무
④ · ⑤ (생 략)
4. · 5. (현행 ④ · ⑤와 같음)
(3) KOLAS 평가사 및 공인기관 종사자의 ③ -----------------------------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필수 교육이수요건은 별표 1에 따른다. ----------------- 별표 2--------.
(4) 교육과정별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④ 교육과정별 주요 교육내용은 별표 3
같다.
에 따르며, 교육과정의 운영, 시간, 구성 등
의 세부요구사항은 별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7.5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의 구성
<별표 4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1) 교육과정에는 다음사항을 위한 시간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교육생 소개
2) 교육과정의 형태․진행방법, 행정적
준비사항
① 교육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
② 교육생 평가방법 등
(2) 강의, 토의, 분임조활동․사례연구, 실
습등을 포함한 총 교육시간은 평가사양성
교육의 경우 5일에 걸쳐 37시간, 내부심사
교육, 공통교육, 전문교육은 과정별 적정한
시간으로 운영하되 최소 18시간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은 5시간 이내로 한다. 단,
교육과정에 통역자가 활용될 경우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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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동시통역일 때는 25%까지, 순차통역
일 때는 40%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3) 식사, 휴식시간 또는 자유시간에 소요
되는 시간은 교육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4) 평가사 양성교육의 경우, 각 교육생이
강의활동의 일환인 워크샵, 사례연구, 평가
원 역할분담 연기 및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에 총 교육
시간 중 최소 30%이상을 할당해야 한다.
(5) 교육과정의 구성 중 사례연구는 해당
요건에 대한 운영 및 기술요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6) 총 교육시간 중 1/3까지 조 편성 및
강의장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을 위해 소
요할 수 있다. 강의장 밖에서의 활동에
는 소그룹 활동과 공식보고서 작성작업
이 해당된다.
(7)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특히
평가사 교육과정인 경우 각 교육생이 실
제 평가상황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8) 총 교육시간의 10%이내에서 강사는
교육진행에 필요한 보조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물은 교육용 비디오
또는 교육생의 교육활동을 기록하고 검
토하기 위해 교육과정 중에 제작된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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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수 있다.
7.6 교육과정의 규모
(1) 보수교육을 제외한 교육과정 당 집합
교육 교육생 수는 6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사 양성
과정의 교육생 수는 20명 이하로 한다.
(2) 교육생은 교육과정의 전 과정에 참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관찰평가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
다.
7.7 교재 및 교육시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에 참
여하는 교육생에게 관련된 교육내용을 기
재한 교재 및 사례연구, 교육내용 보충을
위한 부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재 및 부교재는 최신의 상태로 유
지되며, 교육생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온라인 교육시설
포함), 분임토의실 및 교육에 활용되는 시
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7.8 교육생의 평가

⑤ ----------------------------- 요건 현행화
-------------------------------------------- 하며 특별한 경우 인정기
구 사무국의 승인을 득하여 교육생 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삭 제>
<별표 4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제18조(교육생의 평가) ① ------------ 자구수정
-------------------------------다음 각 호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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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평가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의 교육
태도, 행동에 대해서 관찰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의 규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평가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전임강사는 교육생 개인에 대한 관
찰평가를 교육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관찰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 ③ (생 략)
④ 평가사로서의 적성(평가사교육
해당)
5) 2명의 전임강사가 실시한 교육생의
관찰평가 결과를 근거로 평균점수를 산출
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2) 필기/실기 평가
1) 인정기구의 장 또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장은 제7.4조에 의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필기/실기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3) (생 략)
4) 답안지는 인정기구장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채점

1. 관찰평가를 위한 --------------------------.
2. ----------------------------------------------------------------------------------.
3.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 ① ∼ ③과 같음)
<삭 제>
4. -------------------------------------------------------------- 합격 또는 불합격--------------.
② --------------------------------------------------------------------------- 필기 또는 실기시험-----------------------------------------------------.
1. · 2. (현행 2) · 3)과 같음)
3. ---------인정기구의 장----------------------------------------------------------------------- 144 -

위원이 채점을 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5) 필기/실기시험의 합격점은 100점 만
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단, 평가사양성
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6) 관찰평가에 합격하고 필기/실기시험
에 불합격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재시험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이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전체를 다시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7.9 수료증/합격증 및 사후조치
(1) 인정기구의 장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와 수료후
소정의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각각 수료증
과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7.4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
음과 같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은 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
여야 한다.
1) (생 략)
2)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운영책임자,
실무자 및 내부심사자 : 자격취득 후 등록
일로부터 매3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합격일 또는 직전 보수교육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

----------------- 합격 또는 불합격--------------.
4. 필기 또는 실기시험---------------------------------------. -----------------------------.
5. --------------- 필기 또는 실기
시험에 -------------------------------------------------------------------------------------------------------------------------------------.
제19조(수료증과 합격증의 발급 및 사후조 자구수정
치) ① --------------------------------------------------------------------------------------------------------------------.
②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
1. (현행 1)과 같음)
2. ---------, 기술책임자(숙련도시 KOLAS/KAS 통합 반영
험운영기관의 경우 운영책임자, 제품인증
기관의 경우 인증책임자), ----------------- : -----------------------------------------------------.
3. 평가사(평가사를 등록하려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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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포함) 또는 공인기관 종사자는 관련 --------------------------------------------- 등록을 신청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 또는 ------- 요건 구체화
------------- 이수(평가사 2회, 공인기
관 종사자 1회)하여야 한다.
제20조(마이스터고, 대학 등 학교 교육과 자구수정
정의 인정)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
② 제1항의 --------------------------------------------------------------------------------------------------------------.
제20조(요령의 재검토) -------------- 요건 현행화
---------------------------- 이 요
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마이스터고, 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의
인정
8.1 마이스터고, 대학 등에서 KOLAS 교육
과정 인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검토․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8.2 제8.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 자격
부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
대학 등에서 수행하며, 수료증 및 합격증
을 발급하고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
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신 설>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요건 본문 간소화를 위해 별표 신
<4.1 ∼ 4.4에서 이동>
1. 일반요건
설
가. 교육 업무의 수행방침, 절차 및 그
운영은 차별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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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조건으로
부당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교육내용이 이 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요건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최신상태(온라인 교육
제공 포함)가 유지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조직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육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별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경영책임자 및 소속직원의 자격과
경험요건의 문서화
2)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권한,
책임 및 직무분담의 계통을 나타내는
조직도 규정(여기에는 교육활동에
책임을 가진 자와 판정활동에 책임을
가진 자와의 상호관계를 포함한다).
3)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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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과 판정활동을 구별하기
위한 절차 수립
4) 직원 및 강사의 채용과 교육훈련
및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수립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교육업무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업무를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이에 대한
자격기준을 포함한 운영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질방침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
2) 교육결과의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3) 교육생 또는 교육신청자로부터의
불만 및 이의제기사항 처리에 대한
최종 검토
3.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가. 품질경영시스템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최고경영자는
품질목표와 실천의지 표명을 포함한
품질방침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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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수행할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품질경영시스템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문서화된
품질매뉴얼, 절차서 및 지침서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1) 내부심사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품질보증
시스템이 이 요건을 만족하고
실행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에게 심사결과 보고
(2) 적절한 시정조치 및 결과의
유효성 확인
(3) 심사결과의 기록
2) 경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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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한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품질방침을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 문서관리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교육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확립·유지하여야
한다.
2) 이들 문서는 최초 발행, 개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적절히 위임받은
적임자가 심사하고 그 타당성을
승인하여야 한다.
3) 각 발간물마다 개정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전체 문서목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이들 문서는 교육생을 포함한
관계자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교육과정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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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문서화하여 인정기구의 장
또는 교육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교육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권한을 규정한 문서
나) 교육과정의 구성 및 강사
다)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마) 교육생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불합격의 기준
바) 교육과정 중의 관찰평가에는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수료증의 발급절차 및
관찰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절차
사)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시험 안내 절차
아) 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마. 기록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업무가
이 기준 및 관련 법규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기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이 기록 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가) 실시한 교육과정의 일시, 장소,
시간배분, 참가한 강사 및 교육생
주소와 성명, 광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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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명과 일자, 사용된 교재의
관리번호
나)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의 합격/
불합격을 기재한 과정별 교육생의
명부(재시험자 명부, 점수 포함)
다) 합격증/수료증의 교부에 대한
기록
라) 관찰평가서 및 관련요약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계약, 법률
기타 업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방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이
기준 라. 와 일치하는 방침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3) 기록은 한글로 하드 카피 또는
전자매체 등의 형태로 기록될 수
있으나 1)의 기록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기밀유지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관련업무
과정에서 입수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교육생에
대한 필기시험 및 관찰평가 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정기구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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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법에 따라
기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제공될
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불만처리 및 설문조사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관계되는 자가
교육과정 중에 제기한 이의, 불만 및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교육생이 교육과정에 제기한
이의, 불만 및 분쟁에 대한 기록과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할
것
나)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것
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및 강사의
자격요건
가. 일반요건
1) 교육업무에 관계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및 강사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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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기준에서 정한 내용 외에
교육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 및 평가경험 등을
포함하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직원 및
강사에게 직무와 책임을 규정한
명확한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직원 및
강사의 교육업무에 관한 교육·훈련,
평가 및 교육강사 경험에 대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기록․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 특히, 소속된 교육 강사(계약된
교육 강사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절차를 정하고
최신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이름, 주소, 부서, 직위
나) 교육훈련 이수사항 및 전문
자격
다) 실무경력 및 평가 경력
라) 교육훈련 실시 경력
마) 기록 일자
나. 강사진 구성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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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를 2명(정밀측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강사의
교육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2) 각 교육과정의 강사는 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정하여야 하
며, 강사 중 주강사는 교육과정을
계획, 관리, 실시할 능력을 갖추고,
보조강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참석한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평가사과정의 주강사는
선임평가사이어야 한다.
3) 교육생이 9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강사가(전임강사 포함)
운영하여야 하며, 2명의 강사는
연수의 전 과정 동안 강의 또는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생이 9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의 전임강사가 운영할 수 있다.
5. 공평성 관리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업무와 관련된
결정 및 결과의 승인에 대해 책임 및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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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공평성 관리를
위한 조직구조, 방침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기관의 활동이
공평하게 수행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최고경영자는
평가활동에 대한 공평성을 선언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또는 평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교육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선언문을
보유하고 별도의 요청이 없이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 활동의
평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분석, 문서화 및 제거 또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공평성을
보호하는 조직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자의 균등한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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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표 2. 평가사 및 종사자의 필수 교육이수요 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분
건
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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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7.4(4)에서 이동>

별표 3. 교육과정별 주요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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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본문 간소화를 위해 별표 신설,
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분
야 반영

- 159 -

<신 설>

별표 4.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의 구성
1. 교육실시전 사전 전달사항
가. 교육장 소재지, 교육일정 및 기타 준
비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
고 교육생에게 전달한다.
나. 최소한 KS Q ISO/IEC 17025, KS
Q ISO/IEC 17020, KS Q ISO 19011,
KS A ISO 17034, KS A ISO Guide 3
5, KS P ISO 15189, KS Q ISO/IEC 1
7043, KS J ISO 20387, KS Q ISO/IEC
17065 및 적합성평가의 개요 및 인정
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2.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문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
는 자료를 적절히 교육생에게 제공하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가. 교육 프로그램
나. KS Q ISO/IEC 17025, KS Q ISO/IE
C 17020, KS Q ISO 19011, KS A ISO
17034, KS A ISO Guide 35, KS P IS
O 15189, KS Q ISO/IEC 17043, KS J
ISO 20387, KS Q ISO/IEC 17065 및
인정제도 관련법규와 기타 중요한 문
서들의 사본
다. 인정제도를 기술한 문서
라. 인정과정의 단계를 기술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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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본문 간소화를 위해 별표 신
설,
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분
야 반영

마. 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해 기술한 문
서
바. 가능한 경우, 품질매뉴얼 작성 지침
사. 가능한 경우,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를 위한 지침
아. 평가중 사용할 양식서 견본들(예.
(부적합, 유의)보고서, 체크리스트, 기
타 평가 관련 양식 등)
자. 평가사 관행, 부적합사항 파악, 시험
및 교정기관과의 의사전달 등의 사례
제공을 위한 가상평가
차. 시험 및 교정성적서, 품질경영시스템
평가기록, 고위 경영진에 의한 품질경
영시스템 검토를 위한 협의사항 등의
견본
3. 교육실시전, 교육생 수준 파악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의 개
시 전에 설문서 확인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각 교육생이 인정제도 운영과 관
련한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지식을 숙
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
다.
1)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가) 제도개요 및 행정절차
나) 관련법규 및 규정 개요
2) 적합성평가제도 및 국제동향 개요
3) 관련 요건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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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적합성평가기관 운영에 필요
한 사항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가.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교육신청자의 지식 정
도에 관한 정보를 해당 교육과정의 전
임강사에게 교육과정 실시전까지 사전
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강사는 사례
연구 등의 실시를 위한 교육생 그룹편
성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신청자의
지식정도가 교육과정을 수강하는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해당 교
육신청자에게 사전에 습득하여야 할
항목 및 사용할 교재를 조언 또는 지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교육 참여
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평가사양성
교육의 경우는 평가사 등록요건을 참
조하여 교육신청자의 수강 여부를 고
려하여야 한다.
4.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의 구성
가. 교육과정에는 다음 사항을 위한 시
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교육생 소개
2) 교육과정의 형태․진행방법, 행정
적 준비사항
가) 교육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
나) 교육생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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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의, 토의, 분임조활동․사례연구,
실습등을 포함한 총 교육시간은 평가
사양성교육의 경우 5일에 걸쳐 37시간,
내부심사교육, 공통교육, 전문교육은
과정별 적정한 시간으로 운영하되 최
소 18시간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은
5시간 이내로 한다. 단, 교육과정에 통
역자가 활용될 경우 교육시간은 동시
통역일 때는 25 %까지, 순차통역일 때
는 40 %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다. 식사, 휴식시간 또는 자유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은 교육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평가사 양성교육의 경우, 각
교육생이 강의활동의 일환인 워크샵,
사례연구, 평가원 역할분담 연기 및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에 총 교육시간 중 최소 3
0 %이상을 할당해야 한다.
마. 교육과정의 구성 중 사례연구는
해당 요건에 대한 운영 및 기술요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총 교육시간 중 1/3까지 조 편성 및
강의장 밖에서 실시되는 활동을 위해
소요할 수 있다. 강의장 밖에서의
활동에는 소그룹 활동과 공식보고서
작성작업이 해당된다.
- 163 -

사.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어야 하며, 특히
평가사 교육과정인 경우 각 교육생이
실제 평가상황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아. 총 교육시간의 10 %이내에서
강사는 교육진행에 필요한 보조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물은
교육용 비디오 또는 교육생의
교육활동을 기록하고 검토하기 위해
교육과정 중에 제작된 비디오일 수
있다.
5. 교재 및 교육시설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에 참
여하는 교육생에게 관련된 교육내용
을 기재한 교재 및 사례연구, 교육내
용 보충을 위한 부교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재 및 부교재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며, 교육생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온라인
교육시설 포함), 분임토의실 및 교육에
활용되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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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평가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평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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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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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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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변경

KOLAS-R-006 KOLAS
현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신· 구조문 대비표

행

개

정

1. 적용범위
1.1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받은 기관
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
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
보하고자 할 경우 KOLAS 인정마크 사용
(ILAC-MRA 조합마크) 및 인정지위를 주
장하는 방법 등의 세부적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안

비

고

제1조(목적) -------- ｢적합성평가 관리 자구수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한
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KOLAS/KAS 통합 반영
------------------------------------------------------------------------------------------------- 문구 삭제
----------------(ILAC-MRA 조합마
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2 ILAC-MRA마크 사용협정 체결에 따 <삭 제>
라 KOLA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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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ILAC-MRA 조합마크 사용기준
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통합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정의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
01) 제2조(용어의 정의)와 「KOLAS 인정
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
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표기
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삭 제>
2.1 KOLAS 공인기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
- 169 -

험에 대한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
관을 말한다.
2.2 국제공인기관
KOLAS 공인기관 중 KOLAS의 ILACMRA 협정체결 분야에 포함되는 공인기
관을 말한다.
2.3. KOLAS 로고
한국인정기구(KOLAS)의 로고를 말한
다.
2.4 KOLAS 인정마크
KOLAS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심볼을 말한다. 이 마크에는 KO
LAS 로고에 KOLAS 공인기관의 인정번
호 및 인정분야가 함께 표시된다.
2.5 ILAC-MRA 마크
ILAC MRA 서명국이 공인성적서를 상

1. “국제공인기관”이란 -------------------- ILAC-MRA 또는 IAF-MLA ---------------------------------.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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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용하기 위하여 국제시험기관인정협
력체(ILAC)에서 정한 마크를 말한다.
<삭 제>
2.6 ILAC-MRA 조합마크
ILAC-MRA 마크 사용협정에 따라 국
제공인기관이 그들의 인정지위를 나타내
기 위하여 사용하는 마크를 말한다. 이 마
크는 ILAC-MRA 마크와 KOLAS 인정마
크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국제공인기관 중
한국인정기구로부터 ILAC-MRA 조합마
크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 사용할 수 있
다.
<삭 제>
2.7 KOLAS 공인성적서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LAS 인정기준에 따라 발행하
는 교정성적서,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메디컬시험성적서(결과보고서), 숙련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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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스킴 결과보고서 또는 표준물질인증서
를 말한다.
3. 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3.1 KOLAS 인정마크의 도안은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1에 따른다.
비고) KOLAS 인정마크는 KOLAS 로고
에 추가적으로 해당 KOLAS 공인기관의
인정번호가 들어가며, 다음과 같이 인정분
야 및 인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험기관 : TESTING NO.KT000
- 교정기관 : CALIBRATION NO.KC00
-000
- 검사기관 : INSPECTION NO.KI000
- 표준물질생산기관 : REFERENCE M
ATERIAL PRODUCER NO.KRMPs-000

제3조(KOLAS 인정마크 도안) ① 인정스 분야별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 규
킴별 KOLAS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은 정
이 요령 별표 1에 따르며, KOLAS 로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KOLAS 공인기관
의 인정스킴 및 인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
다.

1. --------------------------2. ----------------------------------통합 및 신규 인정
3. ----------------------------- KOLAS/KAS
분야 반영
4. ----------------------------- 172 -

- 메디컬시험기관 : MEDICAL TESTI
NG NO.KM000-0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PROFICIENC
Y TESTING PROVIDER NO.KPTP000
<신 설>

--------------------------------5. -------------------------------------------6. ------------------------------------------------------------<신 설>
7. 생물자원은행 : BIOBANKING NO.K
3.2 KOLAS 공인기관 표시판의 도안은 별 BB-000
표 1과 같다.
8. 제품인증기관 : PRODUCT CERTIFI
CATION NO.KPC000
② KOLAS 공인기관 표시판 도안은 별
표 2에 따른다.
제4조(ILAC-MRA 및 IAF-MLA 조합마 조항 이동 및 자구수정
크 도안) ① ILAC-MRA 및 IAF-MLA 조
합마크 도안은 별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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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에서 이동>
<신 설>

3.3 KOLAS 인정마크의 복제규칙
3.3.1 KOLAS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
율로 사용해야 한다.
3.3.2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
야 한다.
3.3.3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3.3.4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
크를 사용한 국제공인기관 표시판 도안은
별표 4에 따른다.
제5조(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KOL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의 복제
및 이용규칙 등에 대해 별표 5 및 별표 6
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5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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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문서의 로고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KOLAS 사무
국에서 제공하는 원본 파일만을 이용하여
야 한다. 단, 제5.1.2항의 워터마크 사용은
허용한다.
3.4 KOLAS 인정마크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인정기구에 의해 인증받았
거나 승인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아야
한다.
4. ILAC-MRA 조합마크 사용기준
<제4조로 이동>
4.1 ILAC-MRA 마크와 KOLAS 인정마크
가 조합된 ILAC-MRA 조합마크는 별표 2
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ILAC-MRA 마
크의 색상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한다.
4.2 국제공인기관 표시판은 별표 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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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이동

조합하여 표시한다.
4.3 ILAC-MRA 조합마크의 복제규칙
<별표 9로 이동>
4.3.1 ILAC-MRA 조합마크는 항상 원안
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4.3.2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
야 한다.
4.3.3 ILAC-MRA 문구를 읽을 수 없는 크
기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4.3.4 KOLAS 인정마크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4.3.5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4.3.6 ILAC-MRA 마크의 서체를 다른 서
체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완전한
형태의 ILAC-MRA 마크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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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4.3.7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을 사용
하여야 한다.
4.3.8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문서의 로고
사본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KOLAS 사무
국에서 제공하는 원본 파일만을 이용하여
야 한다.
4.4 ILAC-MRA 마크는 단독으로 부착하
지 않고, KOLAS 인정마크와 조합하여 사
용해야 하며,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가 인정기구에 의해 인증받았거나 승인되
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아야 한다.
4.5 ILAC-MRA 조합마크 사용조건
제7조(ILAC-MRA 및 IAF-MLA 조합마 요건 명확화
크 사용승인) ① KOLAS 공인기관 중 KO
LAS가 ILAC-MRA 또는 IAF-MLA 협정
을 체결한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은 K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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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KOLAS 국제공인기관 중 ILAC-MR
A 조합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KOL
AS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2 ILAC-MRA 미체결 분야의 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만을 사용하
여야 한다.
4.6 승인절차
4.6.1 ILAC-MRA 조합마크의 사용을 원
하는 국제공인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I
LAC-MRA 조합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ILACMRA 조합마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S의 승인을 받아 ILAC-MRA 또는 IAF-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로 이동>

②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 자구수정
크 ------------------------------------------------------------------------------ 신청하여야 한다.
③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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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반영

하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은 제2항
의 사용신청서에 추가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6.2 신청기관은 인정기구 장으로부터 IL ④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국제공인기관
AC-MRA 조합마크 사용에 관한 승인 후 은 ------------------------ 승인 후
ILAC-MR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에 ILAC-MRA 또는 IAF-MLA -------------------.
<신 설>
제8조(ILAC-MRA 및 IAF-MLA 조합마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 신설
크 사용기준)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ILA
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국제공인기관은 그 사용에 있
어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4.7 ILAC-MRA 조합마크 사용 범위
<별표 9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4.7.1 ILAC-MRA 조합마크 사용을 승인
받은 국제공인기관은 인정 받은 분야 및
범위에 해당하는 KOLAS 공인성적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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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시 5. 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에
따라 ILAC-MR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4.7.2 ILAC-MRA 조합마크는 KOLAS 공
인성적서 및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
위 주장을 표시하기 위해 현판, 편지지, 팩
스용지, 편지봉투, 브로셔, 인터넷 배너, 포
스터, 뉴스레터, 연간보고서, 발표자료 및
명함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5. 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
5.1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지위의 주장
5.1.1 KOLAS 공인기관은 KOLAS 공인성
적서 식별을 위해 성적서에 5.1.4항에 따른
문구를 명시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KO
LAS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정지위 주장) ① ------------- 자구수정
----------------------------- KO
LAS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지위에 대
자구수정
해 주장할 수 있다. 다만 KOLAS 공인제
품인증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만 KOLAS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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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② KOLAS 공인기관(제품인증기관은
제외) -----------------------------------------------------------------------------------------------------------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기준에 따
라 이루어졌음을 ------------.

5.1.4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LAS 인정마크 또는 IL
AC-MRA 조합마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인정기준(KS Q ISO/IEC 17025, 운
영요령 등)에 따라 발행하는 성적서는 인
정기준 및 KOLAS 인정과 관련 있음을 명
시해야 한다. 다만,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라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으
로서 평가한 것이 아닌 성적서는 관련 인
신규 인정분야 반영
정기준 및 KOLAS 인정과 관련 없음을 명
자구수정
시하여야 한다.
비고 각 인정스킴에 따라 명시되는 문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KS Q I -------------------------- 181 -

SO/IEC 17025와 KOLAS 인정’
- KOLAS 공인검사기관 :‘KS Q ISO/IE
C 17020와 KOLAS 인정’
-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
‘KS Q ISO/IEC 17043와 KOLAS 인정’
-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KS
A ISO 17034와 KOLAS 인정’
-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KS P
ISO 15189와 KOLAS 인정’

2. ------------------------------------------------3. -----------------------------------------------------4. --------------------------------------------------5. ------------------------------------------------6.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KS J IS
O 20387과 KOLAS 인정’
③ 제2항의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
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
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과 관련 없음을 -- 182 -

5.2 승인 받은 기술책임자의 서명
KOLAS 공인성적서는 KOLAS 사무국
에 등록된 기술책임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야 한다.
5.3 인정받지 않은 결과에 대한 KOLAS
공인성적서 작성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
을 할 수 없으며, 성적서와 증명서 및 이들
을 동봉하는 서류(인정마크가 인쇄되어 있
는 편지지를 포함)에도 인정에 관한 언급
을 할 수 없다. 다만, KOLAS 공인성적서
발행 시 동일 표준 내에서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로서 인
정범위와 관련이 없음을 표시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

------------.
<별표 7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④ KOLAS 공인기관이 ------------- 자구수정
---------------------------------------------------------------------, -----------------------------------------------------------------------------------------------. ----, KOLAS 공인기관은 ---------------------------------------------------------------------------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
별한 경우는 ------------.
⑤ 제4항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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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와 관련이 없음으로 표시된 항
목은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음을 고객
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기
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표시된 시험/교정의 결과는 당 KOL
AS 공인기관의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밝
힙니다.”
하지만 KOLAS 공인성적서의 결과는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경영시스템
과 소급성 수준을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정받지 않은 결과에 대해 성적
서 또는 증명서, 첨부 문서, 기타 자료 등
에도 인정사실과 다르게 그 작업이 인정받
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결과의 사용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믿게 유도하
는 어떤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을 식별한 ----- 인정기구 인정 범위 밖
임을 ----------------------------- 자구수정
------------------------.

⑥ KOLAS 공인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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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⑦ 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과 관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다.
5.4 시험 및 교정장소는 실제 시험 및 교 <별표 7로 이동>
요건 간소화를 위해 별표로 이동
정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5.5 위탁 계약된 업무
5.5.1 KOLAS 공인기관이 타 기관(이하 위
탁기관)에 위탁하여 보고받은 결과를 KO
LAS 공인성적서에 포함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성적서의 발급방법은 다음 방침
을 따라야 한다.
① KOLAS 공인기관은 위탁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고객에게 위탁 사
실을 알리거나, 해당되는 경우 고객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해당 작업이 관련 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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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고, 이에 부합한다는 증거를 기록·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KOLAS 공인기관으로부
터 위임받은 인정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위탁된 결과는 KOLAS 공인기관의
KOLAS 공인성적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5.2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지 않은
기관의 위탁결과를 KOLAS 공인성적서에
포함할 경우 5.3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탁의 결과가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5.6 규격과의 적합성 표시
고객이 성적서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
에 관한 진술이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객
관적인 해석을 성적서나 증명서 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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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KOL
AS-G-002)과 ILAC G8(Guidelines on De
cision Rules and Statements of Conformi
ty, 2019)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발행할 수 있다.
5.7 의견 및 해석 표시
5.7.1 KOLAS 공인기관의 고객이 KOLAS
인정마크 및 ILAC-MRA 조합마크가 표
시된 KOLAS 공인성적서에 사용된 물품,
샘플, 배치 또는 의뢰된 품목의 특정 결과
에 관한 부가적인 의견 또는 기술적 해석
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조항에 따라 KO
LAS 공인기관의 성적서 상에 문구가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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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적서나 증명서에 진술하는 결과 해
석은 오직 인정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
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의견 및 해석에 대한 승인된 진술을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
명자를 따로 두어야 한다.
5.7.2 의견 및 해석에 대한 진술이 인정범
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성적서 내의 인정
마크 또는 의견 진술 근처에 다음과 같은
부인성명서(disclaimer)를 표기하여야 한
다.
"이 성적서 내의 의견/해석은 당 KOLA
S 공인기관 인정범위 밖의 것임을 밝힙니
다.”
5.8 교정성적서 및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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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교정성적서
교정성적서의 교정 결과는 해당 신뢰수
준과 포함인자 k(coverage factor)값이 기
술된 적절한 불확도값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5.8.2 작성양식
5.8.2.1 성적서의 작성양식은 별표 4에 따
른다.
5.8.2.2 별표 4에 규정된 교정필증의 서식
적용이 불가하거나 서식에 모든 항목을 기
술하기가 불가능한 소형 측정기(마이크로
미터, 다이얼 게이지 등)에는 교정번호, 교
정일자 및 교정기관장(인)만의 정보가 수
록된 서식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5.8.3 양식의 규격(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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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성적서는 A4 용지 사이즈, 교정 필증
은 45 mm × 64 mm를 기준규격으로 하되,
방향 및 크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8.4 교정성적서 및 교정 필증의 색상
교정성적서와 교정 필증의 바탕 색상은
흰색으로하여 기록된 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다.
5.8.5 측정기의 명세 및 교정일자
5.8.5.1 측정기의 기기명을 기재할 때에는
한글 또는 원어로 기입할 수 있으나, 한글
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어 그대로 기입한다.
6. 5.8.5.2 교정일자는 실제 교정이 실시
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교정
성적서 또는 교정 필증에는 고객
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교정주기에 대한 권고사
항을 수록해서는 안된다.
5.8.6 교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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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환경의 기록은 법정 기준온도 및 습
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
거나 이용자가 다른 환경조건에서 측정기
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로 교정을
실시한 당시의 온도 및 습도를 기록한다.
예) ( 측정대표값 ± 분포범위 )
( 22.5 ± 0.7 ) ℃, ( 50 ± 2 ) % R.H.
비고) 상기 교정환경의 데이터는 실제 교
정시간동안의 온도, 습도의 변화량의 분포
가 표시되어야 한다.
5.8.7 측정표준의 소급성
측정표준의 소급성을 기록할 때에는 국
가측정표준과의 연결고리를 서술하여야
하므로 교정방법 및 절차, 교정에 사용한
표준기의 명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간략히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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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상기 기기는 게이지블럭 표준교정절
차서(KASTO 97-01-003-002)에 따라 국
가측정표준기관으로부터 측정의 소급성이
확보된 아래 AA급 표준 게이지블럭과 게
이지블럭 비교기를 이용하여 비교교정 되
었다.
“교정에 사용된 표준장비 명세” 작성 예시
기 기 명

제작회사 및 형식

기기번호

게이지블럭(AA)

OOOO xxx, xx

xxxx

게이지블럭 비교기

OOOO xxx, xx

xxxx

비고) 간혹 표준장비의 교정일자를 기재하
는 경우가 있는데, 본 난은 교정이 유효한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차기교정예정일자
를 기재한다. 또한 본 난이 부족할 경우에
는 별지를 이용한다.
5.8.8 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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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교정결과를 기록하는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페이지는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
5.8.8.2 사양 초과 여부를 밝힐 경우에는
측정불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사양초과
사항을 세부적으로 진술(notify)해야 한다.
5.8.8.3 사용자 입장에서 교정결과의 활용
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피교정기기를 기
준으로 작성한다.
예) 표준값 100.0일 때 지시값 101이 아니
고 지시값 100, 표준값 99.0
(지시값 : 피교정기기의 지시값, 명칭
값, 설정값 등을 포함함)
5.8.8.4 고객의 별도 요구에 따라 피교정기
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전의 측정값과
조정후의 교정값이 병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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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교정결과를 별지에 추가 작성할 때
에는 마지막 페이지의 교정결과의 끝에
“끝”을 기입한다.
5.8.9 측정불확도
성적서 내에 측정불확도를 기재할 때에
는 신뢰수준과 포함인자 k(coverage facto
r)값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만일 성적서
서식의 여백이 부족할 시에는 별지를 활용
토록 한다.
5.8.10 교정성적서 및 교정필증의 발급(확
인)
교정성적서의 작성자, 승인자(기술책임
자)의 확인란은 반드시 승인 받은 자의 서
명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의 확인란은 자필
서명 또는 품질문서에 등록된 직인으로 할
수 있다. 대표자 직인은 품질문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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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어야 한다.
6. 상호인정의 주장
<삭 제>
한국인정기구가 ILAC-MRA 협정을 체
결한 분야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은 IL
AC-MRA 협정체결 상태에 대해 KOLAS
공인성적서상에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
다.
위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
ooper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
ition Arrangement)에 서명한 한국인정기
구(KOLAS)로부터 공인받은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 메디컬시험)결과입니다.
다만, 승인된 KOLAS 공인성적서 또는
증명서 상에 상호인정협정 파트너의 로고
를 사용하는 것은 로고 사용에 대한 체결

요건 본문 간소화를 위해 중복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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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파트너간 개별 상호협정이 없이는 허
용되지 않는다.
7. 광고 및 선전
7.1 KOLAS 공인기관과 해당 모기관은 자
신들의 광고 및 선전 자료나 문서에 KOL
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마크를 사용
하지 않더라도 KOLAS 공인기관으로서의
인정사실을 알리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나 문서들이 있
을 수 있다.
∙선전 및 광고 자료
∙브로셔 및 기관 발행물
∙기술 문서
∙사업 보고서
∙견적서 또는 제안서
7.2 이 경우 KOLAS 인정마크의 사용과 K
OLAS 공인기관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제9조(광고 및 선전) ① -------------- 자구수정
---------------------------------------------------------------------------------------------------------------------------------------------------------------------------------.
1. ---------------2. ----------------3. -------4 ---------5. ---------------<삭 제>
- 196 -

불필요 문구 삭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7.2.1 KOLAS 공인기관임을 표시하기 위
해서는 인정된 분야 및 범위 내의 적합성
평가활동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으며 기관
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지을 수는
없다. 또한 제안서 또는 견적서에 공인받
은 항목과 공인받지 않은 항목은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임을 자구수정
알리고자 할 때에는 --------------------------------------- 언급할 수
있으며, KOLAS 공인기관이 -----------------------------------. -------------------- 인정받은 ------ 인
정받지 않은 -----------------------.
③ 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인 국제표준 문구와 일치화
정이 인정기구가 제품의 적합성이나 보증
을 직접적으로 인증 또는 승인하였다는 상
징이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

7.2.2 KOLAS 인정마크를 표기하거나 KO
LAS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샘플
이나 제품(또는 제품의 일부)에는 언급할
수 없으며, 품목이나 제품이 인증 받은 것
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2.3 KOLAS 인정마크의 표기 또는 KOL ④ KOLAS 공인기관은 ------------ 자구수정
AS 공인기관 표시가 인정기구에서 성적서 --------------------------------- 197 -

의 결과 또는 이 결과로부터 도출된 의견
및 해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거나, KOL
AS가 성적서 발행을 승인한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7.2.4 KOLAS 인정마크가 편지상단 그리
고/또는 기타 편지지에 인쇄되어 있는 경
우,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이외의 업무의
제안 또는 인용이나, 시험, 교정, 검사, 표
준물질생산 또는 메디컬시험 결과의 보고,
제품 혹은 물품 인증서 발급 등에 사용되
어서는 안 된다.
8. KOLAS 공인기관의 의무
8.1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KOLAS 공인기관
이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의 결과에 대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
용을 권장한다. KOLAS 공인기관은 본 지

--------------------------------,
인정기구가 ---------------------------------------------------------.
⑤ KOLAS 공인기관은 ------------ 자구수정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KOLAS 공인기관의 의무) ① --------------------------------------------------------------------------------------------------- 인정마크 사용의 의의 구체화
---------------------------------. 성적서에 인정마크가 없는 경우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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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ILAC-MRA 조합
마크 사용 기준의 위반, 침해로 인하여 인
정기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하게 될 경우
인정기구는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7. 8.2 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
정마크 및 ILAC-MRA 조합마크
를 사용한 공인성적서 발급실적을
정기적으로 KOLAS 사무국에 보
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한다. 필요
한 경우, 인정기구는 KOLAS 인
정마크 사용 현황을 별도로 요청
할 수 있다.

수요자가 성적서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받
자구수정
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뢰자가 인지하
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 요령의 -------------------, 인정마크 사용과 관련
하여 --------------------------------------------------------------------------.
제11조(마크 사용 실적 보고) ① ------- 자구수정
---------------------------------- IAF-MLA 조합마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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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3 KOLAS 공인기관은 인정지위
변경(정지, 취소 등)으로 인한 영
향에 대해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신 설>

9. KOLAS 인정마크 및 인정지위 주장 오
용 시의 제재사항
10. 9.1 사용의 제한 및 사후관리
9.1.1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
의 운영실태, 사후관리 등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KOLAS 인정마크 및 ILA
C-MRA 조합마크의 오․남용 또는 인정

② ------------------------------------------------------.
제12조(인정지위 변경 등에 따른 조치) ① 자구수정
------------------------------------------------------------------------------------.
② 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ILA 사용 불가조건 명확화
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즉시 해당 조합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장 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의 오용 자구수정
시 제재사항
제13조(마크 사용 제한 및 사후관리) ① ----------------------------------, 정기검사 -------------------------- 인정마크 및 조합마크------------------------------------------ 200 -

시스템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
당 KOLAS 공인기관의 KOLAS 인정마크
및 ILAC-MRA 조합마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1. 9.1.2 인정기구는 KOLAS 인정마크
및 ILAC-MRA 조합마크의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
다.
12. 9.2 처분
KOLAS 공인기관이 KOLAS 로고, KOL
AS 인정마크 및 ILAC-MRA 조합마크 또
는 공인기관 표시를 오용할 경우에는 「적
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또한 인정 및 승인을

-------------------------------------, ILAC-MRA 및 IAF-MLA 조합
마크 ------------------.
②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 ILAC-MRA 및 IAF-ML
A 조합마크의 ------------------------------------------------------.
제14조(처분 등) ① -----------------------------------------, ILAC-M
RA 조합마크, IAF-MLA 조합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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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KOLAS, KAS 통합에 따른 자구수
정

의미 명확화
KOLAS, KAS 통합에 따른 자구수
정

받지 아니한 자가 KOLAS 로고 또는 KO
LAS 인정마크 및 ILAC-MRA 조합마크
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10.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
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② -------------- 아니한 자나 인정
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 ILAC-MRA 또는 IAF
-MLA 조합마크를 -----------------------------------------.
제15조(요령의 재검토) -------------- 요건 현행화
---------------------------- 이 요
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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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별표 1. KOLAS 인정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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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분야별 인정마크 도안 신설

별표 1. KOLAS 공인기관 표시판

별표 2. KOLAS 공인기관 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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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및 신규 인정
분야 반영

별표 2. ILAC-MRA 조합마크 사용법

별표 3. ILAC-MRA 및 IAF-MLA 조합마 KOLAS/KAS 통합 반영
크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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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제공인기관 표시판

별표 4. 국제공인기관 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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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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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변경 및 KOLAS/KAS 통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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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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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KAS 통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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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R-003에서 이동>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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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문서(KOLAS-R-003)에서 서식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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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R-007
현

행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신·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제1조(목적) ①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
(이하 "KOLAS"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
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메디컬시험기관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있
다.
②숙련도시험 결과가 KOLAS 공인기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KOLAS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모두 스킴의 설계와 운영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제1조(목적) ----------------------- 자구수정
-------------------------------------------------------------------------------------------------- 숙련도시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숙련도시험 운영시 고려사항) ① -- 조항이동
------------------------------------------------------------------------------------------------------------------------------------------.
③참가기관과 평가사들이 숙련도 스킴에 ② ----------------------------- 조항이동
대한 KOLAS의 방침, 숙련도시험 스킴에 --------------------------------- 213 -

비

고

서 성공적인 수행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
되는 기준, 그리고 숙련도시험의 불만족
결과에 대한 사후 방침 및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본 기준을 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KOLAS와 평가사들
은 이 기준에 의한 숙련도시험 등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시험 데이터의
적합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
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단서 신설>

--------------------------------------------------------------------------------------------------------------------------------------.
③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통합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
1) 제2조(용어의 정의), 「KOLAS 공인기
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
른다.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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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
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① (생 략)
1. (현행 ①과 같음)
자구수정
②“KOLAS 공인기관(KOLAS accredit <삭 제>
용어정의 통합에 따라 삭제
ed laboratories)”이란 한국인정기구로부
터 교정,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
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에 대한 하나 이
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③ ∼ ⑥ (생 략)
2. ∼ 5. (현행 ③ ∼ ⑥과 같음)
⑦“참가자/기관(participant)”이란 숙련 6. ------------------------------ 자구수정
도시험아이템을 수령하거나,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 의한 검토를 위해 결과를 제 --------------------------------출하는 시험기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 --------------------- 말하며, 경우에
다. 일부 경우, 참가자는 검사기관이 될 따라서 ---------------------------.
수 있다.
⑧“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 7. ------------------------------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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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시험기관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
된 기준에 대한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기준의 목적상, 숙련도 시험이라
는 용어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
며, 다음이 포함된다.
2. (생 략)
⑨ · ⑩ (생 략)
⑪“숙련도시험 스킴/프로그램(proficien
cy testing scheme)”이란 시험, 측정, 교
정 또는 검사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하
나 혹은 그 이상의 라운드로 설계되고 운
영되는 숙련도시험을 말한다.
1. 숙련도시험 스킴은 숙련도시험아이
템에 대한 특정 유형의 시험, 교정, 검사
또는 여러번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를 포
함할 수 있다. ‘스킴’ 대신 ‘프로그램’이라

-------------------------------------------------------------------.
가. -------------------------------------------------------------------------.
나. (현행 2.와 같음)
자구수정
8. · 9. (현행 ⑨ · ⑩와 같음)
11. ------------------------------------------------------------------------------------------------------------------------------------------------말하며, 숙련도시
험 스킴은 숙련도시험아이템에 대한 특정
유형의 시험, 교정, 검사 또는 여러번의 시
험, 교정 또는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스
킴’ 대신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 216 -

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⑫ (생 략)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아래의 규
격은 본 기준에서 인용됨으로써 이 지침
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참고규격은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1. · 2. (생 략)
3. KS A ISO 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
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4. · 5. (생 략)
제4조(숙련도시험 참가 실적 및 주기)
①KOLAS 공인기관 중 교정, 시험 및
메디컬시험기관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
는 인정신청에 앞서 신청항목에 해당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
령」(KOLAS-R-002) 별표1의 대분류마

수 있다.
11. (현행 ⑫와 같음)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다음의 표준
및 법령은 이 요령에 -------------- 요
령의 -------------------- 관련표준
및 법령은 --------------------------.
1. · 2. (현행과 같음)
3. ------------------------------ 최신 문서명 반영
역량-------------------4. · 5. (현행과 같음)
제5조(숙련도시험 참가 실적 및 주기)
① KOLAS 공인교정기관, KOLAS 공인 자구수정
시험기관 및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으로 --------------------------------------------------------------------------------------------- 217 -

다 1개 항목 이상 KOLAS가 허용하는 숙
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실적을 인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
다. 단, 교정기관의 경우는 중분류별로 1
개 항목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KOLAS 공인기관 중 교정, 시험 및
메디컬시험기관은 인정분야의 측정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중분
류별로 KOLAS가 허용한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단, 메
디컬시험기관의 경우는 대분류별로 1년
에 2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
사한 중분류(메디컬시험의 경우 대분류)
에 대해서는 인정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
하여 숙련도시험을 1개로 통합하여 인정
할 수 있으며, 숙련도시험 불만족 결과를

----------------------------------------------------------------------------------------------------------------------------------------------------------------.
② KOLAS 공인교정기관, KOLAS 공인 자구수정
시험기관 및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은 ----------------------------------------------------- 인정기구가
-------------------------------------------. --, KOLAS 공인메디컬시
험기관의 ---------------------------------------.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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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기관의 원인이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기술책임자 또는 실무자에 대하여 교
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③인정범위 확대 신청시는 중분류별 1
개 항목 이상(단, 메디컬시험기관의 경우
대분류별로 1개 항목 이상) KOLAS가 허
용하는 숙련도시험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
야 하며, 동일 중분류라도 소항목간 특성
이 전혀 다른 경우(시험방법의 유사성이
없는 경우) 추가항목에 대한 별도의 숙련
도시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인정기구의 장은 사후관리의 일환으

③ ------------------------------------------------------------------------------------------------------------------------------------.
④ ----------------------------- 자구수정
-----------(--, KOLAS 공인메디컬시
험기관의 -------------------------) 인정기구가 --------------------------------------------------------------------------------------------------------------------------------------------------.
⑤ 신규 또는 확대 신청기관은 신청일로 요건 현행화
부터 1년 이내의 숙련도시험 참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 KOLAS 공인기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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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중분류 기준 2회 연속 불만족결과 발
생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에 따른 평가사
수당은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숙련도시험 참가 요건) ①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숙련도시험을 참가하고자 하
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KOLAS가 허용
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하여야 한
다. 별표1의 1~4항에서 규정된 인정기구
의 장이 허용하는 국내외 숙련도 시험을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인정분
야의 숙련도 시험이 없거나 인정의 신규/

관 정기검사의 -----------------------------.
⑦ ------- 기준으로 2회 연속으로 불 요건 명확화
만족한 결과가 발생한 기관에 ---------------------------. ---------------------------------------------- 하며,「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
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3)을 준용한다.
제6조(숙련도시험 참가 요건) ① KOLAS 자구수정
----------------------------------------------------------------------------------------------------. 별표 1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 ---------------------------------------------------------------------------------------------------- 220 -

확대 신청 시 적합한 숙련도 시험이 없는
경우는 KOLAS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5
항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별표
2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KOLAS가 활용할 숙련도시험 스킴
중 기타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
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은 KS Q ISO/IE
C 17043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요구되고 준수여부는 심의에 의해
확인한다. 단, KOLAS로부터 인정된 숙련
도시험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스킴의 경우
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KOLAS 메디컬시험분야 숙련도시험

--------------------------------------------------------인정기구에
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별표 1의 제5호의
-----------------------------------------------------------------------------------------------------.
② 인정기구가 -------------------- 자구수정
------------------------------------------------------------------------------------------------------------------------------------------------------ KOLAS 공인
-------------------------------------------------------.
③ 메디컬시험분야로 인정받은 KOLAS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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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는 숙련
도시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정도관리 실적은 KS Q ISO/IEC 17
043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부합여
부는 심의에 의해 확인한다.
④ (생 략)
⑤KOLAS가 운영을 허용한 스킴/프로
그램일 경우라도 운영절차, 수행도, 평가
결과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스킴/
프로그램의 실적을 무효화할 수 있다.
⑥제2항의 승인 여부를 위해 KOLAS
는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01) 제6조②항에서 규정한 숙련도시
험 기술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스킴 공지) (생 략)
제7조(숙련도시험 등 참가)
①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정기구가 ----------- 숙련도시
험 스킴일 -------------------------------------------------- 숙련도시
험 스킴 ----------------------.
⑥ ----------------------------- 자구수정
----------------------------------- 제6조제2항에서 ---------------------------------------.
제7조(운영스킴 공지)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숙련도시험 등 참가)
자구수정
① ----------------------------- 222 -

신규기관 또는 KOLAS 공인기관은 숙련
도시험 참가를 계획하고, 해당 숙련도시
험 스킴을 운영하는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에 신청해야 한다.
② (생 략)
③숙련도시험 스킴 참가기관은 숙련도
시험운영기관에서 공지한 참가요강에 따
라 시험을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
험결과를 해당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 제
출한다.
④ ∼ ⑥ (생 략)
제8조(불만족 결과 등의 시정조치)
① (생 략)
②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불
만족 결과에 대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결과
를 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숙련

--------------------------------------------------------------------------------- KOLAS 공인숙련도
시험운영기관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 KOLAS 자구수정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서 --------------------------------------------------- 해당 운영기관에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불만족 결과 등의 시정조치)
자구수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가 --------------해당 운영기관에 -------------------- 223 -

도시험 기술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의 적
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유효성 검증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검증계획을 대신 첨부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해당 검증이 실시되고 결과의
적절성이 확인 될 때까지 참가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 ⑦ (생 략)
제9조(처분 등) ① (생 략)
②KOLAS는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에
대한 공모가 발견된 경우, 해당 참가기관
의 관련된 항목(시정조치 대상 또는 해당
중분류)에 대한 인정의 인정취소 등의 처
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유지)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 확인될 때까지는 참가한
실적으로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정기구는 ------------------------------------------------------------------------------------------ 대하여 -----------------------------.
제11조(기밀유지) (현행 제10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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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11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검토)
(생 략)
제12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활용) ①
KOLAS는 참가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
수행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평가 시 KOL
AS 평가사/기술전문가가 이용 가능하도
록 보장해야 한다.
②제8조 제7항에 따른 의심 통보를 받
은 참가기관은 차기 평가 시 KOLAS 평
가반이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한다.

제12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검토) 자구수정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활용) ① 자구수정
인정기구는 ----------------------------------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가 ---------------------------.
② 제9조제7항에 ------------------ 자구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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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G-001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본 지침서의 내용은 작업현장에서부터
기초연구에 이르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
서 이루어지는 측정에 대한 불확도를 그
정확도 수준에 관계없이 평가하고 표현
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추가
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기관 시험기관의
인정 평가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법령 현행화
---------------------------------------------------------------------------------------------------------------------------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KOLAS
공인기관---------------------------------------.

8.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24년 04월 08일까지로 한다.

8. 재검토 기한
자구수정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 이 고시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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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KOLAS-G-003
현

교정, 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신· 구조문 대비표

행

제1조 적용범위
<신 설>

제3조 용어의 정의
3.8 교정․측정능력(Calibration and Me
asurement Capability, CMC)
교정․측정능력(CMC)이란 정상적인 조
건에서 고객에 제공될 수 있는 교정 및
측정능력이며 다음에서 참조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개

정

안

비

고

1. ---문서 적용범위 명확화
이 문서에서, "교정기관은 교정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조직(즉, 시험, 교정 및 메
디컬시험기관, 검사기관, 바이오뱅크, 표준
물질 생산기관 및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을
의미한다. 이 지침은 표준물질(RM)의 교
정을 다루지만, 분야에 관계없이 RM의 특
성값(property value)에 대한 불확도 부여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3. ----------국제문서 용어정의 반영
3.1 ----------------------------------------------------------------- 일상적인 조건에
서 -----------------------------------------------------.
(1) · (2) (현행과 같음)
3.9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 데이터베이스 국제문서 용어정의 반영
(Key Comparison Database)
KCDB는 CIPM MRA 관련 무료 공개 웹
자료이다. CIPM MRA의 참가국에 대한
정보, 핵심 및 보충 측정표준 국제비교의
결과 그리고 전문가가 검토한 교정측정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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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CMC)이 포함되어 있다.(https://www.
bipm.org/kcdb)
4.2 인정기구는 교정기관을 최종적으로 <삭 제>
문구 현행화
인정할 때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서와
함께 교정․측정능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정범위에 대한 별도의 서류를 함께 제
공한다.
제4조 ∼ 제5조
<삭 제>
국제문서 개정에 따른 조항 반영
<신 설>
4. ∼ 5.
제6조 교정․측정능력 유지․관리지침 6.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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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G-005 KS Q ISO/IEC 17025
현

행

개

정

해설서 신· 구조문 대비표

안

8.8 내부심사 (선택사항 A)

8.8 내부심사 (선택사항 A)

8.8.1

8.8.1

KOLAS 해설

내부심사를 수행하는 주요 목표는 내부 운
영이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부
합하는지 정기적으로 자체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KOLAS에 의한 평가 또는 그 외의
외부(제2자, 또는 제3자) 평가는 내부심사와
목적이 다르므로, 내부심사로 인정될 수 없
다.
이 표준의 이전 판에서는 내부심사를 품질책
임자의 책임으로 명시하였으나, 최신판에서
는 별도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6.2항을 참조
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할 책임자를 임명해
야 한다.

KOLAS 해설

<현행과 같음>
내부심사는 내부심사자 교육을 받은 KOLAS
업무와 독립성이 보장된 인원(제1자)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평가경 문구 명확화
력이 있는 평가사(평가사보 제외)를 내부심사
자로 임명하여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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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KOLAS-G-007
현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신· 구조문 대비표

행

4.2 평가일정의 협의

4.2.1 KOLAS는 KOLAS 공인교정기관
현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
OLAS는 피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 예정일
등 월간평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
경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삭 제>

안

비

절차 명확화

4.2.2 KOLAS로부터 평가계획을 통
보 받은 환경평가기관은 피 평가대
상기관과 사전 환경평가일정을 협
의한 후, 현장방문평가 실시예정일
1주일 전까지는 환경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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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KOLAS-G-011
현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신· 구조문 대비표

행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KOLAS 공인기관
(이하 “공인기관” 이라 함)에서 인정받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성적서(이하 “성
적서”라 함)의 발행관련 업무를 위해 사
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IT환경이 준
수해야하는 기본지침 등을 기술한 것으
로서 공인기관의 신규․갱신 및 정기검
사 평가 등의 인정기준으로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신 설>

개

정

안

비

고

제1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 자구수정
------------------------------------------------------------------------------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통합으로 중복정의 삭제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KOLAS-R-0
01) 제2조(용어의 정의), 「KOLAS 공인기
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다음의 각 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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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이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
어는 “KS Q ISO/IEC 17000”(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만, 연도
표기가 없는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한다.
2.1 KOLAS 공인기관 : KOLAS로부터 <삭 제>
삭제
인정을 받은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
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을 말한다.
2.2 기술직원 : 공인기관에서 성적서의 작 1. “기술직원”이란 KOLAS 공인기관에서 자구 수정
성․발행․관리의 업무에 참여하는 기술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 을 말한다.
2.3 IT환경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2. “IT환경”이란 -------------------- 자구 수정
포함한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의 정보기 --------------------------------술을 사용하는 모든 자원의 환경
---------------------------을 말한
다.
2.4 정보시스템 : 여러명의 사용자가 시 3. “정보시스템”이란 --------------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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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검사․교정 성적서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
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개의 컴퓨터프로
그램 집합
2.5 원시데이터(Raw Data) : 최초 관찰사
항에 대한 기록으로, 수기로 작성한 측정
기록지, 측정시 직접 입력한 전산자료 또
는 자동화된 장비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를 말함. 단 직접 입력한 전산자료중 측
정당시의 정황상 컴퓨터에 원활하게 입
력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거나 데이터파
일 저장일시가 측정당시와 다르면 원시
데이터로 인정되지 않음
2.6 가공데이터 : 원시데이터의 내용을 입
력하여 얻은 계산결과 또는 가공된 데이
터로써 결과값의 계산시트, 성적서 등을
말함

-------------- KOLAS 공인성적서-----------------------------------------------------------------------------을 말한다.
4. “원시데이터(Raw Data)”란 ------- 자구수정
-------------------------- 측정(심
사)기록지, 측정(심사)시 ----------------------------------------------------- 말한다. 다만, ----------------------------------------------------------------------------------------------------------------------------- 않는다.
5. “가공데이터”란 ----------------- 자구수정
------------------------------------------------------------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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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파일 : 데이터의 모임으로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것을 말한다. 즉 문서, 그
림 등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파일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크의
보조기억장치에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저장된다.
2.8 성적서파일 : 성적서 내용이 포함된
2.7에 정의된 형태의 파일로서, 데이터,
가공데이터, 불확도추정보고서 등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2.9 기업지원플러스(G4B)서비스 : 기업경
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민원처리 정
부포탈로서 시험․검사․교정성적서의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등의 전자민원처리
서비스(www.g4b.go.kr)
2.10 진위확인시스템 : 공인기관이 자체
발급한 성적서의 진위여부(내용 포함)를

6. “파일”이란 -------------------------------------------------------------------------------------------------------------------------------------------------------------.
7. “성적서파일”이란 ---------------------------------------------------------------------------------------------.
8. “기업지원플러스(G4B)서비스”란 --------------------------------------------------------------------------------------------------------------------를 말한다.
9. “진위확인시스템”이란 KOLAS ------------------------------------ 234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3. IT환경 및 정보시스템의 범위 성적서
의 작성․발행․관리 등을 위한 IT환경
및 정보시스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1 ∼ 3.4 (생 략)
4. 접수 및 성적서번호와 대장관리
4.1 ∼ 4.2 (생 략)
4.3 접수대장과 성적서발급대장이 관리되
어야 하며, 접수대장에는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사, 기기(시료)명, 기기(시료)수
량, 성적서 발급일자가 필수로 기입되어
야 한다.
5. 성적서 및 파일명 작성
5.1 자동 계산식이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성적서를 작성하
는 경우, 원시데이터(Raw Data)의 입력
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성적

-------------------------------을 말한다.
제3조(IT환경 및 정보시스템의 범위) --------------------------------------------------- 다음 각 호와 ---.
1. ∼ 4. (현행 3.1 ∼ 3.4와 같음)
제4조(접수 및 성적서번호와 대장관리)
① ∼ ② (현행 4.1 ∼ 4.2 와 같음)
③ 시험, 교정, 검사성적서 및 제품인증
서는 -----------------------------------------------------------------------------------------------------------.
제5조(성적서 및 파일명 작성)
5.1 시험, 교정, 검사성적서 및 제품인증서
는 ----------------------------------------------------------------------------------------------- 235 -

자구수정
KOLAS/KAS 통합 반영으로 요건
적용분야 명확화

KOLAS/KAS 통합 반영으로 요건
적용분야 명확화

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5.2 ∼ 5.3 (생 략)
6. 성적서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6.1 ∼ 6.2 (생 략)
7. 정보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성적서의 작성․발행․관리 등의 업무
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1 ∼ 7.5 (생 략)
8. 성적서의 진위확인 시스템 활용 성적
서의 위변조 확인, 성적서파일의 원본과
의 추적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기관이 발
급한 성적서는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거나, 사후관리 등의 평가 시에 이
를 활용하여 성적서의 유효성이 확인되
어야 한다.
9. 기업지원플러스서비스 이용 발급성적

----------------------------------------.
② ∼ ③ (현행 5.2 ∼ 5.3과 같음)
제6조(성적서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① ∼ ② (현행 6.1과 같음)
제7조(정보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다음 각 호의 ----------------.
1. ∼ 5. (현행 7.1 ∼ 7.5와 같음)
제8조(성적서의 진위확인 시스템 활용) ①
------------------------------------------------------------------------------------------------------, 정기검사 --------------------------------------------------.
제9조(기업지원플러스서비스 이용 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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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서의 유효성 인정
(생 략)
10.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
2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적서의 유효성 인정)
(현행 9.와 같음)
제10조(요령의 재검토) --------------- 요건 현행화
--------------------------- 이 요
령 시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 이 요령의 유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분리 명확화, 서
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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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변경

- 238 -

- 239 -

KOLAS-G-013
현

1. 적용범위 (생 략)
2. 인용표준 (생 략)
3. 용어의 정의
3.1 ∼ 3.6 (생 략)
<신 설>

<신 설>

행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신·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비

고

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2. 인용표준 (현행과 같음)
3. 용어의 정의
3.1 ∼ 3.6 (현행과 같음)
3.7 표준물질 생산기관(RMP : Reference Mate 국제문서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신설
rial Producer)
생산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 및
경영, 특성값과 관련 불확도의 설정 및 결정, 특
성값 승인, 표준물질 인증서 또는 다른 문서의
발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기관(조직 또는
회사, 공공 또는 민간)
3.8 적합성평가기관(CAB : Conformity Assess 국제문서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신설
ment Body)
인정의 대상이 되는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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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10 (생 략)
3.11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
KOLAS 공인기관 및 산업체에서 인정
받은 시험 또는 교정활동을 목적으로 표
준기 또는 측정기기에 대해 측정소급성
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교정
[주]
내부교정은 내부사용을 목적으로 하
며,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12 ∼ 3.13 (생 략)
<신 설>

3.9 ∼ 3.12 (현행 3.7 ∼ 3.12와 같음)
3.13 내부교정(In-House Calibration)
내부 교정 정의 명확화
-------------- 인정받은 적합성평가
활동에 사용하는 측정기기 등에 대해 측정
소급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사용 목적
(인정범위에 미포함)으로 수행하는 ----

3.14 ∼ 3.15 (현행과 같음)
3.16 국제도량형국(BIPM : Bureau Internation 국제문서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반영
al des Poids et Mesures)
BIPM은 측정과학 및 측정표준과 관련된 사
항에 대하여 함께 활동하는 참가국들로 구성된
정부 간 조직이다.
3.17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약(ICP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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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급성에 대한 방침
4.1 (생 략)
4.2 ∼ 4.6
<신 설>

RA : International Committee for Weight and
Measure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CIPM MRA는 국가측정표준기관간의 협약이
며, 국가측정표준의 상호인정과 교정 및 측정성
적서의 유효성 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
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3.18 핵심측정표준 국제비교 데이터베이스(KC
DB : Key Comparison Database)
KCDB는 CIPM MRA 관련 무료 공개 웹자료
이다. CIPM MRA의 참가국에 대한 정보, 핵심
및 보충 측정표준 국제비교의 결과 그리고 전문
가가 검토한 교정측정능력(CMC)이 포함되어
있다.
4. 측정결과의 소급성에 대한 KOLAS 방침
4.1 (현행과 같음)
<삭 제>
국제문서 개정에 따른 조항 반영
4.2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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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KOLAS 공인기관은 내부교정을 활
용할 경우, 측정기의 소급성, 교정방법의
유효성, 교정인력의 자격, 환경의 적격성
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KOLAS는 평가시
평가사는 [별표 2] ‘소급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내부 교정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4.9------------------------------ 평가 절차 및 대상 명확화
------------------------------------------------------------------------------------------------- [별표 1] ‘측정소급성 점검표(내부교정
용)’ --------------. 다만,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측정소급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점검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국제문서 개정에 따른 조항 반영
5. 재검토 기한
자구수정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매 3년
이 되는 시점까지 ----------------------------------- 이 고시의 유지 또
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8 ∼ 4.14
7.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
4년 04월 07일까지로 한다.
별표 1.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부 <삭 제>

문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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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소급성 체계
별표 2. 소급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별표 1. 측정소급성 점검표(내부 교정용) 서식 변경
(내부 교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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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G-014 KS P ISO 15195
현

행

개

정

KS Q ISO/IEC 17025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을 규정하고 있지만, KS P ISO 15195
표준은 임상검사/의학 분야에서의 기준
측정기관에 대한 특정한 요구사항을 명
시한 섹터규격이다.
기준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JCTLM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측정학적
레벨, 측정원리, ISO/IEC 17025 및 ISO
15195에 의한 기준측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
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서 신· 구조문 대비표
안

--------------------------------- 자구 수정
---------------------------------------------------------------------------------------------------------------------------------- 분야----.
-------------------------------- 자구 수정
진단검사의학 측정소급성 합동위원회
(Joint Committee for Traceability in
Laboratory
Medicine,
JCTLM)--------------------------------------------------------------------.
KS P ISO 17511 표준은 측정의 진도 -----------------------진도 자구 수정
(trueness)를 확립 또는 검증하기 위해 (trueness: 검사 결과의 평균값이 해당
사용되는 교정물질과 대조물질에 부여 기준값에 가까운 정도)-------------- 248 -

비

고

되는 값의 측정학적 소급성을 보증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KS P ISO 17511에 설명되어 있는 교 --------------------------------- 자구 수정
정 스킴은 측정량에 대한 적합한 표준 분야
물질과 기준측정절차가 존재한다는 것 (scheme)------------------------을 가정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5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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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G-018 KS Q ISO 17065
현

KAS-G-001

행

개

정

KOLAS-G-18

해설서 신· 구조문 대비표
안

비

고

KAS의 KOLAS 흡수에 따른 문서
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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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SR-001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2. 시약 및 배지(Reagents and culture
media)
2.1시험기관은시험에사용되는주요시약
및배지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고 준수하
여야 한다.

개

정

안

2. -- - --(미생물 등을 기르는 데 필요 자구 수정
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
체)(----------------------)
----------------------------------(미생물 등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
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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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KOLAS-SR-002
현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신· 구조문 대비표

행

개

정

3.2 ㆍ 소음 - 자동 체가름및
다짐해머와 같은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일반적으로 힘, 충격 및 경도
시험장비를 이동했을 경우에는 완전한
재교정을 해야 한다. 측정 한계치 까지
사용한(예: 4 kg 저울에 4 kg을 측정한
경우) 저울도 또한 공인교정기관에
의해 완전한 재교정을 받아야 한다.
측정 한계치 이하에서 사용되는 저울은
적절한 QC방법(표준분동을 활용한 1
point 및 반복점검)을 사용하여
재교정할 수 있다.

안

---------------------(체로 가루를 자구 수정
걸러내는 일)----------------------------------------------------------------------- 자구 수정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QC)---------------------------------------------------------------------------------.
많은 역학시험들은 상당히 큰 측정
--------------------------------- 자구 수정
불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시험기관들은 --------------------------------이것의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
ASTM의 일부 시험방법은 반복성 및 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재현성을 시험방법 후반부에
Testing and Materials, ASTM)------- 252 -

비

고

포함시키고 있다.
높은 불확도를 갖는 대표적인 건설자재
시험은Violet시험, 점도 시험, 미끄럼
저항, 역청물질의 침입도,
액성한계(liquid limit) 등과 같은
시험이 포함된다.
높은 불확도를 갖는 대표적인 건설자재
시험은 Violet 시험, 점도 시험, 미끄럼
저항, 역청물질의 침입도,
액성한계(liquid limit) 등과 같은
시험이 포함된다.
높은 불확도를 갖는 대표적인 건설자재
시험은 Violet 시험, 점도 시험, 미끄럼
저항, 역청물질의 침입도,
액성한계(liquid limit) 등과 같은
시험이 포함된다.

---------------------------------------------------------------.
--------------------------------- 자구 수정
------------------- 바이올렛(Violet)
-----------------------------------------------------------------.
--------------------------------- 자구 수정
---------------------------------------------------(물질의 점성이나
굳기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
--------------------------------- 자구 수정
------------------------------------------------------- 액성
한계(퇴적물에서 반고체와 반유동체의 중간
상태에서 수분을 머금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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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TYPE1기계적힘측정시스템
(c)진자형dynamometer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TYPE2수압또는수압과연계된기계적시스템
(b)힘을 지시하는 Bourdon tube 또는
다이어프램 압력게이지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TYPE2수압또는수압과연계된기계적시스템
(d)기계적인시스템에서null detector로만
사용되는 Bourdon tube 또는
diaphragm gauge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습도계
(a)Assman 습도계및 sling type

--------------------------------------©--- 다이너모미터(dynamometer)
-------------------------------------------------------(b)------------ 부르동관(Bourdon
tube) -------------------------------------------------------------------------(d)-------------- 영점 감지기(null
detector)--------------------------------------------------------------(a)아스만(Assman)습도계 ---------- 254 -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습도계
(a)Assman습도계및sling type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습도계
교정절차및장비요구사항
wick dry 환경에서 온도계와 비교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습도계
(c)hair type을 포함한 기타 기록계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충격시험기
(진자형)
(a)금속에대한샤르피,아이죠드및
만능시험기
컴퓨터화된 시스템

------------------------------(a)----------- 슬링 방식(sling type)
------------------------------------------------수분이 빠진 건조한(wickdry) 환경-----------------------------------------------------------(c)모발 방식(hair type)------------------------------------------(진자형)
(a)금속에대한샤르피, 아이조드 및
만능시험기
-------------- 255 -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장비의종류
길이측정계
(a)선형가변차동측정기
교정절차및장비의요건
마이크로미터세팅 바에 의한 기준길이
점검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길이측정계
(d)다이얼/버어니어 캘리퍼스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길이측정계
(d)다이얼/버어니어캘리퍼스
교정절차및장비의요건
게이지 바에 의한 기준길이 점검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오븐
(b)노화
교정주기

--------------(a)-------------------------------------- 설정 막대(setting bar)-----------------------자구 수정
--------------(d)---/버니어 캘리퍼스
-------------자구 수정
--------------(d)---/----------------------계기 막대(gauge bar)----------------------------자구 수정
--------(b)----- 256 -

5년또는허용공차(온도편차, 복구시산,
통풍 비율)에 근거한 5년 이내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토질시험기
(b)변위측정
교정주기
적절한기기에따른다.(예를들면다이얼게
이지,마이크로미터,LVDT)
컴퓨터화된 시스템
장비의종류
스트레이트 에지

------오차 허용 한계(tolerence
limit)(----, ---간, ----)-----------------------자구 수정
--------------(b)-----------------.(-------------------------------------,
선형변위비례변환장치(LVDT))
-------------자구 수정
-----------------(straight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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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SR-003
현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신· 구조문 대비표

행

개

정

안

비

캐패시터

----(축전기)

자구 수정

유형에 따라 2년내지 5년
(i)슬링타입습도계*6개월(건심지로
실내온 도에서 온도계를 비교함).
10년(완전한 교정검사)

----------------------자구 수정
(i)-------------------(건심지(마른
심지)-------------------------------------------

- 258 -

고

KOLAS-SR-005
현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신· 구조문 대비표

행

10.4 온도측정과 같이 측정이 분석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시험기관은 공차한계를 변수에 부여해야
하며 측정이 이 값안에 들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측정이 명기된
공차범위를 벗어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개

정

안

10.4 ----------------------------- 자구 수정
---------------------------------------------오차 허용 한계(tolerenc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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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KOLAS-SR-009
현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신· 구조문 대비표

행

개

정

안

2.1 시험기관은 ‘위음성(false-negative)'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방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2.1------ ‘---(------------: 측정이나 자구 수정
해석 오류로 인한 가짜 음성)'--------------------------------------------------------------------------------------.

2.2 모든 분석 배치(batch)에는 바탕시험
시료의 분석, 적절한 화학표준물질분석을
통한 장비성능 보정, (해당하는 경우) 대
표성이 있는 매질에 소량 첨가한 시험분
석을 통한 회수율 파악 등을 포함한 품질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

2.2 ------(-----: 일정량의 묶음)----- 자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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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KOLAS-SR-016 GLOBAL 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신· 구조문
대비표

현

KAS-SR-001

행

개

정

KOLAS-SR-016

- 261 -

안

비

고

KAS의 KOLAS 통합에 따른 문서
번호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