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 (일본선급협회)
1. 개요
▣ 정의

NIPPON KAIJI KYOKAI (일본선급협회)- NK 또는 ClassNK

▣ 개요

- 선박 혹은 근해의 구조물이 일본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
급협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선박 자체에 대한 인증뿐 아니라, 선박에 사용되는 재료, 기계, 설비
등의 승인, 이러한 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공급자와 제조자에 대한 승인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NIPPON KAIJI KYOKAI)
▣ 관련기관 -- 일본선급협회
www.classnk.or.jp
선박자체, 철강, 철파이프, 용접 자재, 방화 설비, 차단 설비, 기름 불침
투성 자재, 엔진실의 기계 및 구조물, 전기 기계 및 자동화 기계, 해양환
▣ 대상품목 경 오염의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 및 구조물, 선박의 항해를 위한 닻,
체인, 줄, 기어와 같은 구조물, 인명구조를 위한 기구, 장치, 소화 시스템
등
▣ 적용국가 일본
- 해양용 재료, 기계, 설비의 승인 및 형식승인 규칙(Guidance for
Approval and Type Approval of Materials and Equipment for Marine
▣ 관련규칙 Use)
- 제조자와 서비스공급자 승인에 관한 규칙(Rules for Approval of
Manufacturers and Service Suppliers)

2. 인증개요
선박 혹은 근해의 구조물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급협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NK
선급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선급의 판정 결과는 사회등급위원회(Classification
Committee of the Society)에 의해 재검을 받게 된다. 최종 승인이 되면, 선급인증서 혹은
설치등록서(installation registration) 가 발행되며, 일본선급협회의 인증을 받은 선박이 될
수 있다.
가. 선급관련 검사 및 승인
- 건조중인 선박, 근해 구조물의 검사 및 승인
- 선박에 설치 될 기관밑 구조물의 검사 및 승인
- 선박, 근해 구조물의 선급 유지를 위한 검사 및 승인
- 유사 장치 및 제조물의 검사 및 분류별 승인
- 건조 방법, 건조 회사, 제조 업체의 승인
- 선박 건조 자재 및 다양한 검사 기계의 조사 및 검사
나. 재료, 기계, 설비의 승인
선박 등급 판정 검사의 시행을 규제화하고 낮은 선급 판정을 받은 선박의 수준을 강화하
기 위해서 일본선박협회는 수준 시스템, 제조 공정, 다양한 기술규정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
들의 설비들을 평가하며, 선체 내 외의 자제 및 설비들의 유지와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승인받은 설비는 NK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www.classnk.or.jp/appr_list/material_search_en.aspx
□ 대상 품목
철강, 철파이프, 용접 자재, 방화 설비, 차단 설비, 기름 불침투성 자재, 엔진실의 기계 및
구조물, 전기 기계 및 자동화 기계,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 및 구조물,
선박의 항해를 위한 닻, 체인, 줄, 기어와 같은 구조물, 인명구조를 위한 기구, 장치, 소화
시스템
다. 서비스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 승인
제조자와 서비스공급자 승인에 관한 규칙(Rules for Approval of Manufacturers and
Service Suppliers)에 따라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검사 및 기자재

점검 등을 실시한다.
- 인증한 서비스 공급업체 목록:
http://www.classnk.or.jp/appr_list/service_search_en.aspx
- 인증한 제조업체 목록:
http://www.classnk.or.jp/appr_list/manufac_search_en.aspx
3. 인증기관
□ 일본선급협회 (NIPPON KAIJI KYOKAI)
일본선급협회는 NK라는 약칭 또는 ClassNK란 통칭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선급협회이다.
법률에 정한 공익법인 중의 재단법인 조직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기부행위에 정한대로
NK는 선박에 관한 다양한 사업의 진척발전을 도모하고 인명 및 재산의 안전, 나아가 해양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건조에서부터 보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형성을 통해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보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이 건조시와 취항후의 선박에 적용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NK가 제정하는 규칙은 선체 구조뿐만 아니라 추진기관, 전
기, 전자시스템, 안전기기, 양화장치 등 다양하다. NK의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원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전개하고 있다.
NK는 본부를 도쿄 및 지바에 두고 국내와 해외의 주요 도시에 다수의 지부와 사무소를 배
치하고 있으며, 2009년12월말 척수로 7,188척, 총 톤수로 1억 6천만 톤을 넘는 선박이 등록
되어 있는 세계유수의 선급협회이다.
또한, NK는 선급에 관계되는 검사, 등록업무 외에 선박 및 해양구조물 및 육상 플랜트 등
의 기기, 기재, 시스템에 관한 기술서비스, 감정 및 기술 컨설던트, 선박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관한 조사 및 연구, ISO9000시리즈와 ISO14001에 근거한 심사 등록 그리고 국제
안전 관리코드 (ISM코드) 및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한 국제코드(ISPS코드)에 따른
심사 등록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 Contact
NIPPON KAIJI KYOKAI
4-7 Kioi-cho, Chiyoda-ku, Tokyo 102-8567, Japan
- 홈페이지: www.classnk.or.jp
- Tel: +81-3-3230-1201
- Fax: +81-3-5226-2012
- E-mail: bnd@classnk.or.jp(업무부.)
5.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가. 신청자는 선박, 구조물, 기구, 기계 등에 관한 규정, 규칙 등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신
청서류를 준비한다. 각 인증별 신청서는 NK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나. NK 선급조사관은 선박 등에 대한 신청내용이 선급 규정에 적합한지 판정하기 위해 신
청자의 서류 및 시험데이터의 조사, 검토를 거친다. 선급 조사관의 판정 결과를 사회등급위
원회(Classification Committee of the Society)가 재검하여 최종 승인이 되면, 선급인증서
혹은 설치등록서(installation registration) 가 발행된다.
6.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NK로 부터 인증을 받은 선박, 근해의 구조물은 일본선급협회의 기술규정과 선급 요건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혹은 임시적인 검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