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I VerifEye™ Directory 서비스에 등록하시면
귀사에 대한 글로벌 고객의 신뢰가 달라집니다.

VerifEye  Directory



기업 정보를 가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객 신뢰 제고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지 15% 수준의 협력회사에 대한 정보만을 파악하

고 있으며 나머지 85%에 달하는 협력회사에 대한 시설, 인력 및 프로세

스와 같은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공급망 관리를 위해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의 협력회사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협력회사들은 어떤 회사입니까?

• 협력회사들의 지리적 위치는 어디입니까?

• 협력회사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구매분야의 전문가들은 신규 협력회사를 소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협력회사에서 실재 운영하는 설비와 대리인 혹은 중개인의 설비

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과

적으로 공급망의 협력회사들이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그 가시성, 투명성

과 신뢰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협력회사의 책임있는 활동과 성과 정보를 요구하는 압력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고객사에 가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최근 기업 비지니스 환경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리인,지역 수입업자, 무역상, 중개인과 도매업체가 늘어나고, 그  
물리적 거리와 지역적 차이, 복잡성도 더해짐에 따라 고객사가 협력
회사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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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의 기업들이 지난해 적어도 한번 이상

의 공급망 중단 상태를 경험했다고 밝힘2

자사가 외부 중단 사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공급망 탄력성을 유지,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  기업은 15 %  밖에 안됨3

50% 의 응답기업들은 공급망의 정보의 투명성

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답함4.
!!!

2 Raconteur Supply Chain 2015 report  3 Raconteur Supply Chain 2015 report
4 Gartner research July 2015

BSI VerifEye™ Directory 서비스는  
공급망 내 협력회사 정보의 가시성
과 추적성 확보를 원하는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
다. BSI VerifEye™ Directory 웹사이
트를 활용하시면 제 3자를 통한 투명
한 방식으로 귀사의 인증 획득 현황
을 보여줄 수 있음은 물론, 귀사의 
역량과 자격에 대한 정보도 객관적으

로 고객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1 Dynamic Markets – Managing the Value Chain in Turbulent Times – Independent research 
commissioned by Oracle – March  2013. 

BSI VerifEye™ Directory 서비스
는 BSI가 직접 방문한 공장과 사업
장 정보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Directory 에 등록된 모든 귀사
의 정보가 BSI 심사원들에 의해  
현장 검증되었음을 귀사의 고객에
게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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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인증정보와 기업 현황을 신뢰할 수 있는 
BSI VerifEye™ Profile 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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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VerifEye™ Directory의 효용성

귀사의 인증성과를  BSI VerifEye™ Profile weblink 로 만들어 

귀사의 역량과 자격정보를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고객하게 제시

하여 신뢰를 보장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BSI VerifEye™ profile weblink를 활용하면 귀사의 고객, 구매 

담당자 및 공급망 전문가가 사전 자격을 평가하고 협력사를 선정

하는 과정에서 귀사에 대하여 보다 신뢰 높은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귀사는 고객

의 협력회사로써 신뢰, 가시성과 추적성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저감함으로써 귀사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BSI VerifEye™ Directory 서비스는 잠재적 고객과 바이어에게    

귀사의 역량과 자격 정보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다음의 효익을 보장합니다. : 

1 고객의 주의의무/실사(Due-Diligence) 및   

2 심사 수행 빈도의 축소

3 자사의 현황 정보에 대한 고객 선호도 제고

BSI VerifEye™ Profile
세계적으로 인정된 '협력회사 사전 자격 심사 

표준인 PAS 7000'과 여타 ISO 경영시스템   

표준들을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고객에

게 제시하는 기업 정보를 보다 확대할 수 있습

니다. 이를 통해 BSI 인증 고객사는 국제적 

Best Practice로 인정되는 표준에 따라 검증이 

강화된 자사의 역량, 자격, 제품 및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고객에게 신뢰 높게 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격평가 프로세스의 신속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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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VerifEye™ Directory의 활용

자사의 역량과 자격 정보 홍보 

115,000여 협력회사의 기업정보가 

수록된 신뢰 높은 BSI VerifEye™ 

Directory profile 을 통해 귀사의  

역량과 자격정보를 고객에게 홍보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현황 정보 제공 매출,생산능력,수출국가 등 

기업 역량 정보 제공

 BSI VerifEye™ Profile 기업 정보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표준인  PAS 

7000의 기업 기본 정보, 역량 및 자격 관

련 모듈에서 추출된 약 30여가지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정보엔 BSI심사원

이 검증한 현장 사진, 여타 시스템 및 제품 

인증 현황, 창고 혹은 보관시설의 크기와 

같은 사업장 정보, 사업 운영 년도, 주요  

수출국가, 생산량/능력 및 확인된 사업장 

위치 지도 등도 포함됩니다.  

http://verifeyedirectory.bsigroup.com/ 를 통해 귀사에 제공되는 

고유의  BSI VerifEye™ profile weblink 를 고객에게 공유하면 

고객으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사진 수록 사업장 위치 지도 표시

• 귀사에게 제공되는 고유의 BSI VerifEye™ profile weblink
는 기존의 인증 현황 정보를 활용,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툴
로 전환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 귀사의 협력회사들에게도  BSI VerifEye™ Directory 에
등록하도록 권고하면 귀사의 공급망 관리 절차의 가시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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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VerifEye™ profile 서비스 이용안내 

VerifEye 웹사이트에서   

기본 정보 입력 및 문의 진행

• 사전검증질의서

• 준비 서류 리스트

• 서비스 소개서

• 등록양식

기업:  
BSI 직원 또는 

VerifEye™ Directory 
사이트를 통한 문의

기업:  
견적/비용 지불

BSI 제공정보 BSI 제공정보

기업 정보 
현장 검증

 BSI VerifEye™ 
Directory에 

해당 기업정보 등록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업로드

기업정보 검증의 단계

전세계 BSI지사에 연락하여 관련 문의 진행

button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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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SI Group

영국 왕실 인정기구(Royal Charter)이자 영국 

국가표준 제정기구(National Standards Body)

인 BSI는 1901년 창립되어 그간 글로벌 조직의 

위험관리, 성과향상/비용절감, 지속가능성 보장

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표준의 제정, 인증, 공급

망 검증 심사 및 교육 지원 활동에 주력해 왔습

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표준기구이자 ISO 창립 기관인 BSI는 ISO 

9001, ISO 14001, BS OSHAS 18001, 비지니스연속성(BCM), 정보보호,  

클라우드 컴퓨팅, 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 반부패, PAS 7000 공급사 사전자격 

기준과 같은 국제표준은 물론 CSR, GMP, 보안, CoC(Chain of Custody)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폭 넓게 인정받는 표준의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10,000
여 명의 귀사의 성공을 지원할 
산업분야 전문가

80,000 
전 세계 고객사

120,000 
전 세계에 위치한 사업장

Training
작년 한 해 105,000건 이상의 

교육 진행

Certification
• 25,038 아시아 내 사업장이 BSI인증 취득

• 북미 및 영국에서 분야 1위

• 7,424 CE 마크 인증

• BSI 심사원 글로벌 고객 만족도 조사 평균 9.25/10점

Product certification
세계 25대 글로벌 의료 기기 제조업체의 92%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CE마크 인증기관으로 BSI를 신뢰

Standards
1979년 BSI에서 제작된 BS 5750

에서부터 시작된 품질경영 시스템 

표준 ISO9001은 178개국 백만개 

이상의 조직으로부터 채택된 세계

에서 가장 성공적인 표준입니다.

Contact us

Australia 
+61 2 8877 7100

India 
+91 (0) 112692 9000 

Korea 
+82 (0) 2 777 4123

Taiwan 
+886 2 265 0333

China 
+86 400 005 0046

Indonesia 
+62 21 8379 3174-77

Malaysia 
+603 7960 7801

Thailand 
+66 2294 4889-92

Hong Kong 
+852 3149 3300

Japan 
+81 (0) 3 6890 1172

Singapore 
+65 627 00777

Vietnam 
+84 (8) 3820 0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