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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개정표준전환 교육
BSI는 귀사의 ISO 개정판으로의 전환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산업현장의 전문지식과 최신 경영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내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전환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BSI 교육팀(02-777-4123)으로 문의주세요.



bsigroup.com

ISO 개정표준 작업 준비 중이십니까?
2015년 새롭게 개정되는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 표준 규격에 맞춰 시스템 전환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시간 단축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BSI는 다양한 산업 현장의 전문지식과 경영환경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귀사의 ISO 표준개정 전환준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BSI 교육 과정
BSI는 다양한 고객의 역량 및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업무 위치에 따라 적합한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시스템 
전환에 대해 조직이 준비해야 할 필수사항을 숙지하고, 진행 방안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

역량강화프로그램(CBP)은 귀사의 효과적인 경영시스템 
개정표준 전환을 위해 ISO 9001:2015 및 ISO 
14001:2015 개정규격을 기준으로 품질 및 환경경영
시스템을 Five Step으로 재 설계하여 효율적으로 인증전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BSI 전환교육과정

나에게 맞는 과정은?

BSI 이러닝 과정

BSI 전문 심사원에 의하여 개발된 차별화된 교육 contents로 전문 
강사의 지도 및 첨삭에 따른 교육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교육비의 최대 100%까지 노동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준비를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비용

본 역량강화프로그램은 ISO 개정표준 전환준비과정의 
정비 작업이며, 전환 심사와는 별도입니다.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의 운영 수준, 참여 인원 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 비용 가감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BSI 교육팀으로 문의하십시오.
BSI 교육팀 (02-777-4123)

이러닝 과정명

•  ISO 900시스템 기반의 품질경영 혁신
•품질관리와 품질경영일반
•품질경영시스템 설계를 위한 글로벌 표준의 이해
•건설품질경영의 이해와 실제적 접근

ISO 9001:2015  
ISO 14001:2015 

전환과정

ISO 9001:2015

ISO 14001:2015 

관리자과정

ISO 9001:2015

ISO 14001:2015 

실무자과정

ISO 9001:2015

ISO 14001:2015 

내부심사원과정

ISO 9001:2015 

이러닝과정

 
과정

 관리자 실무자 내부심사원 이러닝
  (1일) (2일) (2일) 과정

 실무 담당자입니다.  ◎  ●

◎ 필수과정              ● 추천과정

 이번 전환의 변경사항을
 알고 싶어요 ◎   ●

 전환준비작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 ◎  ●

 내부심사원입니다.   ◎ ●

STEP 1
Awareness 
workshop

(1 day)

• 개정규격 요구사항 해설

    4. 조직의 상황

    5. 리더쉽

    6.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7. 지원

    8. 운영

    9. 성과평가

    10. 개선

• 기존 시스템 및 이행 상
태 파악

• 조직의 상황 파악 및 내
부 및 외부 이슈,  이해관
계자, 관련규제 요건등 
파악

• 리스크 평가 체제 검토 
및 보완 

• 방침, 목표를 포함한 문
서화된 정보 심사

• 개정 요구사항 이행에 대
한 심사

• 이행결과의 효과성 평가

• 심사결과로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 리포트 작성

• Gap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검토 및 문서화 
작업 

• 경영시스템 문서화(개정
부분 워크샵)

• 품질경영시스템의 경계
와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적용범위 정의

• 개정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의 개발(사레연구) 

• 이 행  상 태  파 악  및 
ISO9001, 14001:2015 
대비 프로세스 별 이행 
상태 

• 조직 및 프로세스의 강
점 , 취약점 파악 

• 파악 결과를 토대로 시
스템 보완 검토 및 이행

• ISO9001,14001 개정판 
내부 심사원 역량 교육 

• 인증전환 심사를  대비
한 예비심사 실시 

• 개정 요구사항 리스크 대
응 계획 이행 상태평가

• 1차 Gap분석 평가 결과
와 이행 상태 비교 검토 

• 개선 사항 도출 및  방안 
제시 

 1st Onsite Gap 
Assessment

(2 day) 

2nd Onsite 
Assessment 

(2 days)Best Practice and 
Continuous Improvement 

Workshop (1 day)On-site Non-
conformity  Workshop 

and Support(1day)

STEP 2
STEP 3

STEP 4

STEP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