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급은 선급규칙과 국제협약에 따라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조선 및 해양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종합
적 기술 지원자입니다.

1960년 설립되어, 1988년 국제선급연합회(IACS) 정회원이 된 한국선급은 현재 부산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 국내외 지부
및 사무소에서 전세계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는 고객들이 선박의 등록 및 운항을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용하실 수 있도록 선박의 신조선
건조부터 폐선에 이르기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한국선급에 등록된 모든 선박들은 전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풍부한 경험의 검사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선급은 전세계 주요 해운국가의 정부로부터 검사대행기관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를 대신
하여 국제 해사법규 및 협약에 따른 정부대행검사를 수행합니다. 

한국선급은 상선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규격인증, 에너지&환경, 연구개발, 함정분야의 기술서비스도 제
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분야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함정설계, 건조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목적문건 검증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함에서 잠수함까지 이르는 전 함정분야에 광범위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함정의 안정성 및 전투성능 극
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ED(Marine Equipment Directive), 선박기자재 적합성 평가 지침

-RCD(Recreational Craft Directive), 요트/보트 및 구성품 적합성 평가 지침

선박과 인명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MED), 요트/보트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안전과 해양오염 예방(RCD),
EEA(유럽경제지역) 내의 자유로운 무역보장(MED, RCD)

인증소개
한국선급은 2008년 6월, 그리스에 KR HELLAS LTD.를 설립 및 그리스 인정기관으로부터 ISO/IEC17065(제품인증을 위한 표준),

ISO/IEC17021-1(시스템인증을 위한 표준) 및 ISO/IEC 17020(검사를 위한 표준) 의거하여 EU Notified body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 MED 분야는 8개의 카테고리(Life saving, Marine pollution, Fire protection, Navigation, Radio communication,
COLREG, SOLAS chapter II-1의거한 장비),

RCD 분야는 Recreational craft, Components, Exhaust emissions and Noise emissions 카테고리에 대한 인증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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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경 함정 안전진단 수행
한국선급은 지난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해군/해경 노후 수상함 및 잠수함에 대한 함정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함정에 대한 현장검사, 두께계측, 장비 정밀진단, 피로강도평가, 선체강도평가 등의 일련의 안전진단 과정을 통하여 함정
의 구조 공학적 측면에서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있으며

식별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비를 진행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 함으로서 노후된 해군/해경 함정의 안전성 및 전투능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SO 45001:2018, 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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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경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검사 수행
한국선급은 상선분야에서 쌓아 온 검사 기술력을 해군/해경 수상함 및 잠수함 건조검사에 적용시켜 함정의 성공적인 건조 및
취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건조한 3천톤급 해군 잠수함인 장보고-III(3척)의 성공적 건조를 위해 한국선급은 대우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과 잠수함의 생존성 및 안전성 분야에 대한 건조검사 계약을 체결하여 신조 잠수함의 품질확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강남조선에서 건조중인 해경 200톤급 경비함(2척)에 대하여 한국선급이 건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해경 3,000톤급 경비함 기본설계 검증을 수행하는 등 함정의 안전을 도모하는 국제공인 전문검사·인증기관으로서 역
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