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 Auditor Registration
(153-786)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102호/전화 02)2026-3737, FAX 02)2026-0155

문서번호 : 연수-2015-128호
수
신 : QMS, EMS 심사원/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
제

시행일자 : 2015년 7월 2일

목 : 2015년 개정판 자격전환 강사양성과정 개최 안내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ISO 9001:2015 및 ISO 14001:2015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구표준에
의한 자격취득 인증심사원이 신표준에 의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전환
하기 위해 강사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가. 개최일자
(1) 1차 교육 : 2015년 7월 23일(목)~7월 24일(금)
(2) 2차 교육 : 2015년 8월 13일(목)~8월 14일(금)
나. 개최장소 : 서울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6차 지하1층 세미나실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가산동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1, 7호선 1번, 2번, 3번 출구방향
다. 프로그램 : [붙임] 참조
라. 참가대상 : 50명(선착순 신청 및 인증기관 안분)
마. 참 가 비
(1) 2개 과정 자격전환시 : \250,000원 (QMS+EMS : 모듈1+2+3)
(2) 1개 과정 자격전환시 : \200,000원 (QMS모듈1+2 또는 EMS모듈1+3)
바. 입 금 처 : 기업은행 478-002057-01-041(예금주:한국심사자격인증원)
사. 참가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신청서 FAX송부(02-2026-0155)
아. 신청기한 : 2015.07.22(수) [문의: 02-2026-3737 / www.kar.re.kr]
붙임 1. 2015년 개정판 자격전환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안)
2. 교육장 약도
3. 참가신청서. 끝.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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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원장

정낙훈

한국심사자격인증원
Korea Auditor Registration
(153-786)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102호/전화 02)2026-3737, FAX 02)2026-0155

문서번호 : 연수-2015-128호
수
신 : 인증기관 대표, 연수기관 대표
참
조 : 시험위원
제

시행일자 : 2015년 7월 2일

목 : 2015년 개정판 자격전환 강사양성과정 개최 안내

1. 귀 기관/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SO 9001:2015 및 ISO 14001:2015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구표준에
의한 자격취득 인증심사원이 신표준에 의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전환
하기 위해 강사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가. 개최일자
(1) 1차 교육 : 2015년 7월 23일(목)~7월 24일(금)
(2) 2차 교육 : 2015년 8월 13일(목)~8월 14일(금)
나. 개최장소 : 서울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6차 지하1층 세미나실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가산동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1, 7호선 1번, 2번, 3번 출구방향
다. 프로그램 : [붙임] 참조
라. 참가대상 : 50명(선착순 신청 및 인증기관 안분)
마. 참 가 비
(1) 2개 과정 자격전환시 : \250,000원 (QMS+EMS : 모듈1+2+3)
(2) 1개 과정 자격전환시 : \200,000원 (QMS모듈1+2 또는 EMS모듈1+3)
바. 입 금 처 : 기업은행 478-002057-01-041(예금주:한국심사자격인증원)
사. 참가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신청서 FAX송부(02-2026-0155)
아. 신청기한 : 2015.07.22(수) [문의: 02-2026-3737 / www.kar.re.kr]
붙임 1. 2015년 개정판 자격전환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안)
2. 교육장 약도
3. 참가신청서. 끝.

한국심사자격인증원 회장

담당

이동규

자격인증본부장

김문겸

원장

정낙훈

[붙임 1]

2015년 개정판 자격전환 강사양성 과정(안)
[ 모듈 1(공통), 모듈 2(QMS), 모듈 3(EMS) ]
- ISO/FDIS 9001:2015, ISO/FDIS 14001:2015 ◦ 1차 교육일정 : 2015.07.23(목)~07.24(금)
◦ 2차 교육일정 : 2015.08.13(목)~08.14(금)
일 자
1일차

시

간

주제 (내용)

비고

09:00~11:00 [모듈 1] ① 2015년판 개정 배경
11:00~12:00 [모듈 1] ② HLS (High Level Structure)

고병호 위원

12:00~13:00 [모듈 1] ③ 리스크관리 접근방식
13:00~14:00
14:00~16:00

중 식
[모듈 1] ④ 프로세스 접근방식
(경영원칙/용어정의/개념)

16:00~17:00 [모듈 1] ⑤ 리더십/조직의 상황/지식경영
17:00~18:00
2일차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2:30
12:3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30
16:30~17:30
17:30~18:00

※ 강사 및 강의 제목,

[모듈 1] ⑥ 이해관계자 요구와 기대
(문서화된 정보)
[모듈 2] ① QMS 요구사항 해설
Introduction & 0.개요~5.리더십
[모듈 2] ② QMS 요구사항 해설
6.기획, 7.지원, 8.운영
[모듈 2] ③ QMS 요구사항 해설
9.성과평가~10.개선
[모듈 2] ④ QMS 요구사항 해설
Annex A,B(QMS와 관련된 국제표준 이해)
QMS 평가
(질문지 교육전에 배포, 종료시 제출)

김연성 위원

박문규 위원

중 식
[모듈 3] ① EMS 요구사항 해설
Introduction & 0.개요~5.리더십
[모듈 3] ② EMS 요구사항 해설
6.기획, 7.지원, 8.운영
[모듈 3] ③ EMS 요구사항 해설
9.성과평가~10.개선
EMS 평가
(질문지 교육전에 배포, 종료시 제출)
세부 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차(7/23~7/24)
- 안광남 위원
2차(8/13~8/14)
- 정인석 위원

[붙임2]

교육장 약도

1.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98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6차 지하1층 세미나실
지하철 1,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2번, 3번 출구방향
2. 전 화 : 02-2083-5112 (대륭포스트타워 6차 관리사무소)
3. 약 도

4. 대륭포스트타워 6차 지하1층 안내도

5. 대중교통 이용시 안내 (지하철로 오시는 길)
1,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3번 출구 방향의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안내도’를 찾으실
수 있으며 입구에서 10시 방향(대각선 방향 끝)에 세미나실(강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