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Ⅰ  가입 기준

Ⅱ  주요 사업내용

Ⅲ  연락처

  본회는 정밀화학산업분야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회원간의 복리증진,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정밀화학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원 구분 : 정회원, 특별회원, 특정물질회원

  ㅇ 정 회 원 : 정밀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정밀화학산업 관련단체

  ㅇ 특별회원 : 정밀화학관련 연구기관과 정밀화학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

  ㅇ 특정물질회원 : 특정물질의 사용․수출입․판매하는 자와 관련단체

       *특정물질 :「오존층보호를 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물질

  가입 절차

  ㅇ 정해진 가입원서 제출(정회원의 경우, 가입비(30만원) 납부)

     - 월회비(전년도 매출액 기준)

  정밀화학산업 기반강화사업

  ㅇ 중국산업 및 산업기술 경쟁력 조사, 기업규제 조사․건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ㅇ 화학제품의 환경규제(EU REACH제도), 국제 환경협약 및 규제제도 등에 대한 조사․홍보

  ㅇ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을 통한 정밀화학산업분야 KS표준 관리

  ㅇ 국내 생산시설 및 연구소 현장견학 및 해외전시회 참가

  ㅇ 세계일류상품 및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포상업체 발굴

  ㅇ 화학산업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 등 정보제공(통계자료, 계간지, 정책세미나 등)

  ㅇ 회원사 생산제품 상품화 지원(시험․평가 의뢰시 비용 할인)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10%,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20%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관리사업

  ㅇ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 감축에 따른 대체물질 개발 및 시설전환 자금 저리융자

  ㅇ 특정물질사용합리화를 위한 대체물질 활동기술 및 이용촉진 기술자료 개발

  ㅇ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

  화학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사업

  ㅇ「화학무기의 개발·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협약물질의 생산․
수출입 등의 실적․계획에 대한 산업계 신고와 산업분야 국제사찰의 원활한 대응 및 국내 화학

산업계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기획조사팀 성용준 사원 (02-3775-2040~4(내선230), yjsung@kscia.or.kr)

년도 매출액 월회비(만원)

20억원 미만
20억～5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미만
100억～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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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제품 상품화를 위한 지원 안내

구분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협약기간 2004. 9. 1 - 2009. 8. 31 2004. 12. 29 - 2009. 12. 29

할인적용시험

효능시험, 약효약리시험, 설치

류 비설치류 단회 및 반복 투여 

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유전

독성시험(AMES시험, 염색체이

상시험, 소핵시험), 면역독성시

험, 국소독성시험(피부자극, 안

자극시험), 환경독성시험(송사

리, 잉어, 물벼룩, 미꾸라지, 지

렁이) 등

세정제, 세척제, 방향제, 접착제, 

석유제품, 아스팔트류, 정제연료

유 등의 KS 및 ASTM, ISO 관련 

시험수행

자동차용 엔진오일, Grease, Wax, 

부동액, 브레이크액, 창유리 세정

액 등의 성능시험(KS 규격 등)

수질분야에 대한 시험분석시험평

가 또는 교정검사 등

시험 문의 031-999-3218 02-2056-4731

할인율 10% 20%

신청방법 

 본회에서 회원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시험연구원에 제출

 ※ 회원증명서 발급: 

본회 홈페이지(www.kscia.or.kr)->회원사->신청서 다운로드 

작성->본회제출(FAX : 02-3775-2045)

기타 문의 
 총무팀 배상엽 사원

 (02-3775-2040~4(내선360), sangyoup@kscia.or.kr)

  본회에서는 정밀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과 공동관심분야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관련분야의 조사·연구, 개발 등에 대한 상호협력체제

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는 본회 회원사가 제품 상

품화와 관련한 평가 및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우대 혜택

을 부여하고 있사오니, 회원사의 적극적인 활용바랍니다.

- 아      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