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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연혁

l 1962 한국규격협회 설립

l 1983 노동부 지정 인정직업훈련원, 연수원 개원

l 1998 KS인증기관 지정(국립기술품질원 지정)

l 2000 품질보증, 환경경영제제 등 인증기관 지정

l 2007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지정)

l 2009 KSA가산디지털센터 오픈

l 2009 ITC 열화상 자격과정 업무협정 체결

l 2010 ISO 18436-4, 7(윤활, 열화상) 훈련기관

l 2017 제 43회 전국품질경영대회 개최

 대표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 24대 한국표준협회장 이상진입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우리나라 표준과 품질의 개척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 표준화와 품질 경영에 관한 기업 교육, 

KS·ISO 인증, 품질·경영혁신 기법의 확대전개와 국내외 표준 발간과 보급, 각종 연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이에 선제 대응을 위해 데이터사이언스 기반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영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미래가 아니며, 현재의 관점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역

량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표준협회는 기업의 표준·품질 혁신을 한단계 고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표준개발에 그치지 않고 R&D, 특허, 기술기준을 연계하고, 단체표준을 선도하고, 정책당국

과 CEO의 관심을 환기하여 World Best 품질경쟁력 제가와 Asia Quality Center 구축을 추진하

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표준 품질 지식서비스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훈련기관 소개

 주요 실적 및 소개✤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전  화 팩  스 E-mail

하 정 수 연구원 02-2624-0183 02-2624-0323 jsha@ksa.or.kr



훈련기관 소개

 훈련 과정(커리큘럼)✤



훈련기관 소개

 훈련 강사 보유현황

영 역 성 명 소 속 보유 자격증

TB-TR16-03(트라이볼로지 영역Ⅰ)

영역Ⅰ 오세용 한국표준협회 ISO 18436-4 영역Ⅰ, 영역Ⅱ

영역Ⅰ 이영상 한국표준협회 ISO 18436-4 영역Ⅰ, 영역Ⅱ

영역Ⅰ 조정제 한국표준협회 ISO 18436-4 영역Ⅰ, 영역Ⅱ
 

✤



훈련기관 소개

>>>   훈련센터 시설 현황

교육장 :  KSA인재개발원(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490-44)

전  화 :  031-685-9805~7

인재개발원 전경

강의장(총 22개 운영) 숙소(2인 1실)

식당(매점 운영) 자율학습실(24시 무료개방)

 



훈련기관 소개

교육 실습 설비

장비명 모델명

열화상카메라

Flir P620

Flir T250

Flir E60

Flir E40

FLUKE

공압 FESTECH

유압 HYERAULIC TRAININ KIT

PLC 미쓰비시

모터 FESTECH조립

펌프 FESTECH조립

안전체험 Prestan, 음주체험 고글 세트 등

전기계측기 Flir CM78

전기계측기 Flir DM93

전기회로실습 ELVIS Platform

 ※ 리스트 외 다수 실습 설비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