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등록 대상

◯ 신규 : 품질경영추진본부(한국표준협회)에 최초 등록하는 사업장의 분임조

◯ 변경 : 품질경영추진본부에 등록된 사업장으로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3년)이

남아 있으나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사업장 정보 및 분임조 정보(소속부서, 명칭, 조장, 인원, 분임조 추가/삭제 등)

◯ 갱신 : 품질경영추진본부에 등록된 사업장의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3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경우

2 등록 유효기간 및 갱신

◯ 유효기간 및 갱신 : 발급일로부터 3년 유효,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원칙

(예 : 신규등록일이 2022년 4월 1일인 경우, 유효기간은 2022. 4. 1. ~ 2025. 3. 31.)

품질분임조 등록(신규·갱신·변경) 안내

  국가 품질자원 및 정보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품질분임조 활동에 

대한 DB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국가품질경영 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품질경영추진본부에서 품질분임조 등록제도 운영 중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 기본조건

   각 대회일 현재 품질경영추진본부(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된 품질분임조여야 함



3 등록 방법 (온라인 신청(업체) → 신청 승인(KSA) → 등록증 및 명단 출력(업체) )

순서 화면정보 및 등록안내

1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www.ksa.or.kr) 접속 후 하단 배너 클릭

국가품질상 홈페이지(knqa.ksa.or.kr) 접속

▶ 품질분임조 → 우리회사 분임조 관리 → 분임조 최초등록 신청 or 갱신 클릭

2

[해당 탭 메뉴 선택 후 각 양식에 맞는 정보기입 → 신청]

① 현황 조회     : 등록된 분임조의 정보조회

② 최초등록 신청 : 등록 이력이 없는 사업장의 분임조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③ 갱신/정보변경/출력

• 변경 : 등록된 사업장(유효기간 내)의 “사업장 정보(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등)”, “분임조 정보(명칭, 조장, 인원, 소속부서)”, “담당자 정보” 변경,

분임조 추가·삭제 등

• 갱신 : 등록된 사업장의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3년) 만료 전 갱신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출력 : 분임조 등록증 출력

3

[신청사항에 대한 승인 → 등록·변경·갱신 완료]

승인은 사업장 소속 KSA 지역본부 담당자가 진행하며, 승인 후 업체는 “분임조

등록증, 명단” 등을 출력할 수 있음



4 한국표준협회 지역본부 담당자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 국가품질센터 김주헌 연구원 02-6240-4654

경기
경기

강원지역본부

강성용 위원 031-829-8183

강원 윤정민 위원 033-252-9423

인천 인천지역본부 홍미진 위원 032-260-0260

충북 충북지역본부 이정현 위원 043-236-2451

충남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임연화 위원 042-864-2301대전

세종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백지원 연구원 053-384-1562

대구

경남 경남지역본부 하영제 연구원 055-212-1212

부산 부산지역본부 윤지원 위원 051-557-0369

울산 울산지역본부 지윤희 위원 052-289-6603

전북 전북지역본부 박춘회 위원 063-214-2234

전남

광주전남제주

지역본부
정윤순 위원 062-953-1435광주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