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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미국)

1. 개요

▣ 정의 - American Bureau of Shipping (미국선급협회)

▣ 개요

-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설계, 건축,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

- 비영리기관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선박 및 관련제품의 선급을

주업무로 함

▣ 주관기관 - ABS (www.eagle.org)

▣ 대상품목 - 선박 및 해양구조물 및 관련 부품

▣ 적용국가 - 미국

▣ 적용규격 - ABS Rules & Guides

▣ 인증마크

▣ 기타

- ABS 형식승인

1) 제품설계평가인증(Product Design Assessment Certificate :PDA)

: 제조자가 제출한 사양에 적합하게 제품이 설계되었는지를

평가

2) 제조평가인증 (Manufacturing Assessment Certificate)

: 사양에 따라 일관되게 제품이 생산되어지는가를 평가

- ABS 형식승인 절차

1) 신청서 제출

2) 검토 및 평가

: 설계 검토

: 프로토타입 시험

: 관리 및 생산 평가

3) 형식승인 인증

: 인증서발행

: 형식승인인증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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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S 형식승인 절차

가. 신청

ABS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한다.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확인하여, 수수료 납부일정을 신청서에 기록한

후, (정해진 규격에 맞는지 확인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가 수록된) 도면, Data- Sheet, 시험

결과서등 3가지 문서를 제출한다.

참고로 ABS 형식승인에 사용되는 규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ABS 규정 및 지침서

- 미국 연방 규정 및 외국 규정

- 국제 안전 기준 (IMO, SOLAS)

- 제조자 규격

나. 시험 및 평가

ABS에서 수행하는 평가종류에는 설계평가, 표준모델(Prototype)시험, 관리기능평가

및 생산능력평가등이 있으며 관리기능의 평가는 해당지역 ABS 검사원이 검사원 지침서를

위한 표준화된 점검표를 사용하여 ISO-9000규격을 기본으로 하는 품질관리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생산능력의 평가는 관리기능의 평가와 같이 해당지역 ABS 검사원이 규격화된

Check Sheet를 사용하여 생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수행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다. 형식승인 인증

ABS에서는 유효기간 5년인 제조평가 인증서를 제조업자에게 발행하는데, 인증받은 제품

은 형식승인된 장비, 설비등이 수록된 ABS-List 및 ABS Web-site에 등록된다.

제조업자는 ABS 형식승인 장비로서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ABS 형식승

인 인증서는 ABS Web-Site에서 항시 인쇄할 수 있다.

라. 형식승인의 유지

ABS의 형식승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ABS의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고, 임시 공

장검사를 통해 제품이 추가될 수 있으며, 신제품이나 변경제품은 추가적인 설계검토가 필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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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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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S 인증을 취득한 품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대상)

Crane(Deck Machinery) 난연성원사원단(수출용및선박용)

Cylinder Cover 닛불,엘보,티

Emergency Towing System 밸브

JW Preheating Unit 버터플라이밸브

LNG Fittings(Cable band buckle 외) 선박 디젤 엔진용 부품

LNG PUMP TOWER FITTING 선박부품

Module Working Piston/Cylinder Cover 선박용 축계

PISTON CROWN 선박용엔진부품

Relief Valve 조선용배관

Rudder(선박 방향타) 클램프

SAW 후육 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