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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 동안 저희 BSI(영국표준협회)에 베풀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 드립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이 2015 년 9 월 개정판 발행을 앞두고 있어 저희 

BSI 에서는 개정규격(2015 년판)의 변경사항 설명을 포함하여 사례연구 및 구체적인 인증전환 추진방안으로 

CBP(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서울, 창원에서 양일간 세미나를 통해 개정규격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보다 효과적으로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이 전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ISO 9001:2015 오전 프로그램 시간 ISO 14001:2015 오후 프로그램 

09:00-09:30 ISO 9001:2015 개정 세미나 접수 13:20-13:40 

 

ISO 14001:2015 개정 세미나 접수 

 09:30-09:40 개회 및 인사 말씀 13:40-13:50 

 

개회 및 인사 말씀 

 09:40-10:00 High Level Structure 란? 13:50-14:10 

 

High Level Structure 란? 

 10:00-10:50 ISO 9001:2015 주요 변경사항 요약해설 

∙ 4 조직의 상황, 5 리더십 

∙ 6 품질경영시스템기획 7 지원,  

∙ 8 운영, 9 성과 평가, 10 개선 

14:10-15:00 

 

ISO 14001:2015 주요 변경사항 요약해설 

∙ 4 조직의 상황, 5 리더십 

∙ 6 환경경영시스템기획 7 지원 

∙ 8 운영, 9 성과 평가, 10 개선 

10:50-11:00 휴식 15:00-15:10 

 

휴식 

 11:00-12:00 ISO 9001:2015 핵심변경사항에 대한 사례 

예시 및 해설 

15:10-16:10 

 

ISO 14001:2015 핵심변경사항에 대한 사례 

예시 및 해설 

∙ 조직의 상황에 대한 내 외부 이슈 파악 ∙ 조직의 상황에 대한 내 외부 이슈 파악 

∙ 이해관계자 파악과 요구사항 정리 ∙ 이해관계자 파악과 요구사항 정리 

∙ 위험과 기회에 대한 리스크 평가 ∙ 위험과 기회에 대한 리스크 평가 

∙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사례연구 ∙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 변경관리 사례연구 ∙ 전 과정 관점의 운영관리 

인증전환을 위한 CBP(역량강화프로그램) 소개 인증전환을 위한 CBP(역량강화프로그램) 소개 

12:00-12:20 
리스크 기반 하에 시스템 운영 시에  

CAPA 프로세스(Action Manager) 구현  

16:10-16:30 리스크 기반 하에 시스템 운영 시에  

CAPA 프로세스(Action Manager) 구현 

16:30-16:50 ISO 45001(OHSAS 18001) 규격 제정 소개 

12:20 오전 프로그램 종료 17:00 종료 

※별첨: 세미나 신청서 

영 국 표 준 협 회 (BSI Group Korea) 

장소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제 1 대회의실 창원 컨벤션센터 601+602 호 

일시 2015 년 8 월 19 일 (수) 2015 년 8 월 20 일 (목) 

비용 무료 (각 기업별 참석인원 3 명 제한) 무료 (각 기업별 참석인원 3 명 제한) 

신청방법 

 

를 클릭하시거나 별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도는 신청자 분들께만 별도로 이메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신청마감 2015 년 8 월 14 일 (금) 까지 

신청문의 마케팅팀 양소정 대리 (Tel: 02-6271-4074 | E-mail: sojung.yang@bsigroup.com) 

 
세미나 일정 

ISO 9001:2015 & ISO 14001:2015 전환 무료 세미나 
 

mailto:bsikorea@bsigroup.com
http://goo.gl/forms/fDXmH7kR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