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1. 개요
▣ 정의

Registro Italiano Navale (이탈리아선급협회)

▣ 개요

- 품목에 따라 강제와 자율인증으로 분류됨
- 해양산업과 그 외 다양한 산업관련 시스템인증, 제품인증, 자격인증업무를
담당한다.

Registro Italiano Navale(RINA)
▣ 관련기관 - www.rina.org
▣ 대상품목

구명조끼, 개인용 부력기 / 부력조정장치 / 자가 수중 호흡기구 및 관련 부
품들 / 잠수복과 건조복 등

▣ 적용국가 - (강제인증의 경우에 한하여)국제적으로 통용
▣ 적용규격 - 89/686/EEC, MED directive, 94/25/EC 등

▣ 기타

- 인증신청서에 명시된 정보를 바꾸어 인증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이 발생 또는 예측되어질 경우에, 제조업자는 RINA에 서면
으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는데, RINA는 변경사항을 수용하거나 추가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조업자가 인증서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
하여야하며 RINA는 새로운 문서의 재검토 또는 감사(audit) 여부를
결정한다.

2. 인증기관
RINA는 REGISTRO ITALIANO라는 이름으로 Associazione della Mutua Assicurazione
Marittima(상호해상보험협회)[1857년에 제노바에서 항해선박의 선체삭구(돛, 돛대, 로프 등
의 총칭) 손실과 피해에 관련된 위험성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선박경영자와 선박소유주(또
는 선박주주)에 의해 설립됨]에 의해 1861년에 제노바에서 이탈리아해양 사업자들의 요구
에 맞추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설립이후 RINA는 해당 분야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기
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 경제에 발맞추기 위하
여 RINA는 활동분야를 계속해서 확장해나가고 있다.
RINA의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다.1)
- RINA는 선급규정이나 국제적인 혹은 이탈리아국내 표준에 근거하여 상장비나 시스템의
안전이나 해양오염방지 관련한 승인을 진행한다.
- RINA의 형식승인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국내법이나 국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전체생산
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에 대한 설계와 시험표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 1999년 1월 1일부터 MED Directive(해양장비에 대한 지침)가 발표됨에 따라, RINA는
해상장비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승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RINA는 또한 레저선박 및 관련부품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94/25/EC에 근거하여 승인기
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인증품목
RINA는 오랜 전통의 기관으로 해 선급규정이나 국제적인 혹은 이탈리아국내 표준에 근
거하여 해상장비 및 시스템의 안전이나 해양오염방지 관련한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표준에 근거하여 형식승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RINA의 형식인증 해당
제품은 아래와 같다.
- Life Jackets, personal buoyancy aids/additional items : 구명조끼, 개인용 부력기
- Buoyancy compensators(부력조정장치)
-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and relative components (자가 수중 호
흡기구 및 관련 부품들)
1)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info.korcham.net/

- Wet suits and dry suits(잠수복과 건조복)
이외에도, 전력생산, 석유&가스, 사회적 기반시설&부동산, 공공행정, 복지, 재정지원기관,
운송, 항구&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인증마크
해당기관은 RINA 마크 사용 이전에 RINA로부터 허가서(written authorisation)를 반드시
획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 계약서, IN외 타당한 법규와 관련된 RINA규정에 명
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마크의 사용은 서면으로 RIN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Contact
Via Corsica 12, 16128 Genova, Italy
- 홈페이지: www.rina.org
- TEL: +39 010 53851
- FAX: +39 010 535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