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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의 지식으로 구축된표준 관리 시스템으로 전 세계 
기업에서 신뢰하고 사용합니다.

bsigroup.com/bsol

더 탄력적인 세상을 위한 신뢰를 불어넣다.

https://bsigroup.com/bsol


샘플 체험판 요청하기

BSOL의 활약상 보기

BSOL은 표준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하는 간단한 

온라인 도구입니다. 여러 사이트에 걸쳐 여러 

사용자가 표준에 액세스하고, 자료를 보고, 

다운로드하여 귀하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지식을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BSOL은 영국 표준과 영국 표준으로 채택된 국제 및 
유럽 표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공개 사용 가능한 사양 및 워킹 그룹 합의를 반영한 
공식 문서로 국제 규격을 포함한 세부 내용 문서),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 시험 협회) 및 ASME(미국 기계 학회) 표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구축 모듈을 구독하거나, 맞춤형 온라인 
표준 컬렉션을 구축하여 조직의 비용을 절감하고, 
도서 목록 데이터를 포함한 최신 버전의 표준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지원해 리스크를 줄이고, 
BSI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표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위험은 줄이고 효율성은 향상됩니다.

당사의 표준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작성했으며 전 세계 기업들이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BSOL 구독은 비즈니스 
내에서 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더 스마트한 옵션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더욱 유용합니다.

•     다양한 부서와 사무실에서 여러 표준에 액세스해야 할 경우

•     표준을 독립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전체 사업 대비 표준의 가치에 

대한 예산 책정 및 검증이 어려울 경우

•     수작업으로 표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경우

•     프로젝트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고 표준에 액세스해야 하는 원격 

근무 직원 프로젝트 지연 없이 표준에 액세스해야 하는 원격 근무 

직원

•     BS, 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공개 사용 가능한 

사양 및 워킹 그룹 합의를 반영한 공식 문서로 국제 규격을 

포함한 세부 내용 문서),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 시험 협회) 및 ASME (미국 기계 학회)

을 포함한 여러 표준에 대한 액세스

Tailor your subscription
Subscribe only to the standards you need, 
use pre-built modules or build personal 
collections. You can also customize your 
service to however many users you have.

Evolve at your own pace

See the bigger picture
Monitor which standards your users
are working with, and easily spot gaps
or overlaps.

Free and unlimited training
BSOL is easy to use – but our training
team are here to give you extra support

if you need it.

Save time
Manage all your standards in one place. You 
can access ISO, EN, BS, PAS, ASTM and IEC 
standards through BSOL – and it takes only 
seconds to search.

Save money
Make standards even better value for 
money. Using BSOL gives you large savings 
on your traditional standards spend.

Miss nothing
Get an alert whenever a standard changes 
– and understand the signifi cance 
immediately. Then view the differences 
to key standards, so you can track exactly 
how they’ve changed.

Reduce risk
Track past, present and future changes. 
With access to historic and emerging 
standards, you can see the guidance that 
informed previous decisions, as well as 
changes that could shape your future 
m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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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즈니스 및 분야별 영역에 대한 글로벌 표준 및 지침의 모범 사례:

임원진 및 이사회
거버넌스, 위험, 혁신, 반 

뇌물수수

직무
HR, IT, 재무, 법무, 
공급망, 보안, 지속 

가능성

테마별
정보 보안, OHS, 지속 
가능성, 포장, BCM/

리스크, 공급망

특정 분야 
식품, 의료, 건축 환경, 
운송 및 이동성, 디지털

고객의 의견
여러 부서에서 작업할 때 BSOL을 통해 표준에 접근하여 조회함으로써, 
철회되지 않은 최신 버전의 정확한 표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고객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https://www.bsigroup.com/en-GB/standards/british-standards-online-database/BSOL-demo-request-a-quote/
https://www.youtube.com/watch?v=QtZu3KPU5hA


BSOL은 귀하의 표준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1901년부터 BSI는 뇌물수수 방지, 조직지배구조, 자산관리와 같이 조직이 더 잘 통제되고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새로운 세대의 표준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BSI는 또한 스마트 시티, 나노 기술, 
세포 치료 및 빌딩 정보 모델링(BIM)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귀하가 필요한 사항에 정확히 맞는 맞춤식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사전 
구축된 부문 모듈을 사용하십시오. 

커스텀 컬렉션이란?
커스텀 컬렉션, 즉 ‘사용자 지정 컬렉션’을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표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선택한 표준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표준을 정확히 결정하고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드십시오. 최소 10크레딧을 구입하고 
필요시 컬렉션에 표준을 추가하십시오.

사전 구축 표준 모듈이란?
본사는 기준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 
대해 완벽한 전체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주제별로 
표준을 분류했습니다. 사전 구축된 각 표준 모듈에는 
수천 개의 개별 표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전 구축 모듈에 먼저 가입한 다음 커스텀 
컬렉션을 추가하여 더 넓은 BSOL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필수 표준을 선택하거나, BSOL 의 전체 표준 컬렉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구축된 다양한 모듈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BSI는 전문성과 지식을 결합하여, 신뢰와 보다 탄력적인 미래를 
구축해 왔습니다. 귀하의 표준 요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샘플 체험판 요청하기

BSOL은 53개의 사전 구축 
섹터 모듈에 100,000개 
이상의 표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의견

BSOL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다른 
표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표준은 전 세계 기업의 합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좋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조직이 필요한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자 원스톱 샵입니다.

https://www.bsigroup.com/en-GB/standards/british-standards-online-database/BSOL-demo-request-a-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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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 nothing
Get an alert whenever a standard changes 
– and understand the signifi cance 
immediately. Then view the differences 
to key standards, so you can track exactly 
how they’ve changed.

Reduce risk
Track past, present and future changes. 
With access to historic and emerging 
standards, you can see the guidance that 
informed previous decisions, as well as 
changes that could shape your future 
moves.

BSOL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변경 사항 추적’ 기능으로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표준이 변경될 때마다 알림 메세지를 받으세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변경된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화된 개인 및 그룹 이메일 알림 
메세지와 더불어 변경 사항 추적 기록 문서를 BSOL에 도입했습니다. ‘변경 사항 추적’은 
표준 개정 프로세스 중에 활성 표준과 이전 버전 간에 변경 사항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준 
버전입니다. 추가, 삭제 및 기타 서식 및/또는 콘텐츠 수정이 밑줄과 취소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두 문서 사이의 모든 변경 사항을 빠르고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포함
BSOL는 영국 표준과 영국 표준으로 채택된 국제 및 유럽 표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PAS, ASTM 및 ASME 표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중 검색 옵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필요한 표준에 빠르게 액세스하십시오. 표준 번호, 상태, 날짜, 산업 
부문, 국가 위원회, 주제(ICS 범주) 또는 게시자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세요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과거 및 새로운 표준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이전의 
결정을 개선한 지침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을 형성할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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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속도로 진화하세요
어떤 표준을 선택하든, 시스템의 모든 표준에서 경고를 설정하고 모든 서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선택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무료 교육
BSOL은 사용하기 쉽지만 필요한 경우 당사 교육 팀이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기억 및 자동 입력하여, BSOL 고객이 
제품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스텀 컬렉션 가입자를 위한 문서 요청
커스텀 컬렉션을 구독하면, 관리자는 구독 기간 중 언제라도 컬렉션의 사이즈 한도 
내에서 어떤 표준이라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컬렉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BSOL이 표준 작업 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BSOL을 통해 조직 내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에게 
신뢰를 불어넣으십시오.

지금 무료 샘플 체험판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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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모듈당 사용 
가능한 총 

문서*

GMB01 문서 1,192 

GMB02 정보 및 재무 2,233

GMB03 어휘 1,994 

GBM04 경영, 법률, 품질 2,598 

GMB05 과학 및 의료 서비스 4,554 

GMB06 환경, 폐기물 2,776 

GMB07 직업 및 개인 안전 2,750 

GMB08 화재, 사고 및 범죄 보장 2,387 

GMB09 계측 도량  2,811 

GMB10 실험  842 

GMB11 나사산 및 고정 장치 694 

GMB12 기계 시스템 및 부품 717 

GMB13 유체 시스템 및 부품 3,442 

GMB14 제조 공학 2,588 

GMB15 금속 처리 및 용접 2,808 

GMB16 에너지 및 열전달 공학 1,617 

GMB17 일반 전기 공학 675 

GMB18 전기 부품 1,983 

GMB19  전기 부속품, 개폐 장치 및 제어 장치 1,659 

GMB20  전등, 발전, 유통 및 저장 1,846 

모듈
모듈당 사용 
가능한 총 

문서*

GMB21 전자 부품 및 장치 2,032 

GMB22 전자기계 부품 1,018 

GMB23 통신 4,274 

GMB24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킹 3,923 

GMB25  정보 기술 - 하드웨어 및 사무 기기 3,463 

GMB26 이미지 기술 1,456 

GMB27 도로 차량 공학 2,044 

GMB28 철도 공학 1,072 

GMB29 조선 및 해양 구조물 1,127 

GMB30 항공기 및 항공 우주 공학 3,267 

GMB31 항공우주 건설용 자재 1,376 

GMB32  항공우주 부품 및                                                                                                   
고정 장치 1,134 

GMB33 자재 취급 장비 1,096 

GMB34 상품 포장 및 유통 909 

GMB35 섬유, 가죽 및 의류 2,175 

GMB36  농업 및 농업                                                                                                        
공학 1,536 

GMB37 식품 기술 1,891 

GMB38 화학 기술 2,544 

GMB39 광업 및 석유 기술 2,688 

BSOL 사전 구축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BSOL 무료 체험을 요청하려면:
웹사이트: bsigroup.com/bsol  

전화:        +44 (0)208 996 7029 

모듈
모듈당 사용 
가능한 총 

문서*

GMB40 금속공학 1,371 

GMB41 금속 제품 1,963 

GMB42 목재 기술 730 

GMB42 유리및 도예 산업 835 

GMB44 고무 산업 2,635 

GMB45 플라스틱 산업 3,231 

GMB46 종이 제품 및 기술 622 

GMB47 페인트 및 색상 산업 1,024 

GMB48 일반 건설 2,643 

GMB49 건축 자재 및 부품 3,088 

GMB50 건물 설치 및 마감 2,254 

GMB51 토목공학 1,983 

GMB52 가정용 장비 및 가전제품 2,349 

GMB53 스포츠 장비 및 엔터테인먼트 1,442 

* 2020년 7월 기준

http://bsigroup.com/b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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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bsigroup.com중요 사항
이 브로셔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일반 정보 목적으로만 준비되었습니다. 이 브로셔는 특정 조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영국 표준 기관이 제공하는 표준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SOLSales@bsigroup.com으로 문의하거나, +44 (0)208 996 7029으로 전화하십시오.

왜 BSI인가?
표준은 합의된 작업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업계 지식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표준은 
기업과 개인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공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리티시 스탠다드(영국 
표준)은 글로벌 산업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표준입니다. 
BSI의 역할은 이러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모범 사례에 동의하고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BSI는 사회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고, 합의를 통해 혁신, 생산성,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전문적인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BSOL 무료 체험을 요청하려면:
전화:        +44 (0)20 8996 7029

이메일:  BSOLSales@bsigroup.com

웹사이트: bsigroup.com/bsol

https://www.facebook.com/BritishStandardsInstitution
https://twitter.com/bsi_uk
https://www.linkedin.com/company/bsi
https://www.youtube.com/user/BSIBritishStandards
https://www.bsigroup.com/e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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