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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AC

About APAC

About APAC
The Asia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APAC) was established on 1 January 2019 by the
amalgamation of two former regional accreditation cooperations – the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 and the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PAC).

- 명칭 : 아시야태평양지역 인정기구 협력체
- 설립 : 2019. 1. 1. (기존 PAC + APLAC 합병)
Role of APAC
APAC ‘s primary role is to manage and expand 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among
accreditation bod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 주요목적 : 인정된 인증서의 상호 인정(MRA)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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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PAC 총회 참석 결과

APAC

회의명 : 2019 제1차 APAC 총회
장

소 : Mandarin Orchard Singapore Hotel, 싱가포르

참석기간 : 2019.06.17.(월) ~ 21.(금), 5일간
참석자 : 윤상재 대표, 박종일 책임(전략기획팀), 홍진의 팀장, 안재양 연구원(국제협력팀)
주요 참석 목적
- APAC Committee 및 MRA 위원회 참석 및 최신 국제 표준 동향 수집
- 해외 인정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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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PAC 총회 참석 결과

APAC

주요 참석 회의
Communication and Promotion Committee(CPC) :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위원회, 6.17

- APAC MRA 및 IAF MLA 등 국제상호인정의 효용성을 이해관계자에게 홍보 .
Capability Building Committee(CBC) : 역량강화위원회, 6.18

- APAC 역내 개발도상국 인정·인증시스템 역량강화 지원사업 및 APAC MRA 홍보업무
Working Group : Sustainability/Environment, Halal, Personnel, 6.18

-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assurance를 제공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절차 국제적 합의 및 MRA 기준 수립
Technical Committee 2(TC 2) : 인증 및 검증 분야 기술위원회, 6.19

- 경영시스템 인증 등 각 영역에 대한 기술적인 이슈 검토, 동등성을 보장 합의된 인정절차 수립
APAC MRA Council Meeting : MRA 의회 회의, 6.20

- APAC 지역 국제상호인정(MRA) 동등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개별 인정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검토 승인
General Assembly : 총회,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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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PAC

APAC 참석 주요결과 및 시사점

주요 결과
1. APAC MRA
&
Committee(W.G)

2. HALAL(할랄)
인증 도입

•CPC, CBC, MRA 및 TC 2 회의 참석

•ISO 45001(안전보건) MRA 확대 신청(2020.5월)

•인정, 인증제도 현황 정보 수집

•ISO 27001 및 ISO 50001 MRA 확대는 2020년 단계적

•APAC MRA 일정 확정(Q/E/F/P)

• 할랄 인정, 인증 도입을 위한
아랍에미리트 인정기구ESMA(ENAS)와
협정 체결

•카자흐스탄(NCA) 및

3. 국제협력
다양화

•우즈베키스탄(OZAK) 협력 논의
•일본 ISMS – AC 와 ISO 27001 MRA
지원 논의 / 인도네시아 KAN 진출 협력

4. 홍보 등 기타

향후 계획(시사점)

•IAF, APAC 적합성 평가체제
규제기관 대상 홍보 노력

추진 예정

• 국제할랄인정포럼 IHAF 가입 자격 획득
• ENAS(UAE 인정기관)로부터 향후 할랄인증 업무 관련
협조를 제공받기로 함

• NCA의 인턴십 요청 및 OZAK의 MoU 및 협력요청과
관련 회의 참석자들과 세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OZAK과의 MoU 추진에 동의하고, APAC CBC를 통해
공식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는 SANAP2 프로젝트 또는
UNIDO 프로젝트로 등록하여 추진키로 합의

•APAC 및 IAF의 규제기관 대상 홍보노력에 맞추어
국내 WTO TBT 부서 파악 후 국제적합성평가체제
적극 홍보 필요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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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PAC

APAC MRA 및 Committee

AP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분야
실적
분야
실적

경영시스템
QMS

EMS

FSMS

ISMS

EnMS

OHSMS

MDQMS

887

581

265

125

122

243

43

자격

제품

V/V

-

IPC

-

Global G.A.P.

GHG

222

2

741

33

90

계
2,266
계
1,088

APAC 회원국의 APAC MRA 범위 내 인정 현황
`18.09.30. 기준 APAC 역내에서 APAC MRA를 통해 인정된 경영시스템, 자격, 제품, 타당성평가/검증
분야 인정실적은 3,355건으로, `17년 대비 19%(641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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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PAC MRA 및 Committee

APAC

적합성평가스킴(CAS)의 평가를 위한 IAF 신규 MD 제정방향에 반대
- IAF TF는 신규 MD를 인정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적합성 평가스킴에 적용토록 적용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그러나 스킴 소유권자 및 개발자의 권한 침해 소지 및 인정기관이 동등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APAC 차원에서 반대할 것을 의결함
인증기관 인정취소 시 기존 인증서에 대한 조치는 개별 인정기관에서 정함
- APAC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인정기관 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존 인증서의 회수,
타 인증기관으로의 이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통상 3개월의 조치기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취소된 인증기관의 기존 인증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지
의무는 인정취소 즉시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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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PAC

할랄(HALAL)인증 도입

할랄 인정 및 인증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19.6.21) 압둘라 압둘 카데르 아랍에미리트
표준측량청 대표(右), 주 싱가포르 UAE 대사 참석
△국제할랄인정포럼(IHAF) 가입 자격 획득
△국내 할랄 인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상 교육
△할랄 인증을 위한 영문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할랄 인정 도입을 위한 구체적 지원사항 합의

※ 할랄(Halal)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되어 무슬림(Muslim)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규정한 것으로
음식부터 화장품, 의약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비(非)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함

9

3.4

국제협력 다양화

APAC

일본 인정기구 ISMS – AC 와 정보보안 및 BCMS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 합의
- 정보보안 및 비즈니스연속성 경영체제 전문 인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PAC MRA(ISMS) 확대 등을 위한
정보교환, 협력 합의
해외 인정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 추진
-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인정기구에서 요청한 인정심사원 인턴쉽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인증
기관의 해외 진출에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기타 인도네시아 인정기구 KAN 과의 인증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협약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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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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