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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주)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A동 903호

위 인증기관은 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ISO/IEC 17021-1:2015)을 만족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인정범위에 대해 K-OHSMS 18001:2007 / OHSAS 18001:2007에 의한 안전보건
경영체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 정 번 호 : KAB-OC-08

대

표

최초인정일자 : 2011. 12. 22.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113-81-59470

인정유효기간 : 2017. 12. 22. ~ 2021. 12. 21.

발

행

자 : 김 철

일

자 : 2018. 2. 1.

인증수행범위 :
03 음식료 및 담배 제조업
0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8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화학물질, 화학제품 및 화학섬유

19 전기기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8 건설업
29 도소매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32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 기타 제조업

33 정보기술업

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 전기 공급업

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 연료용 가스 공급업

35 기타 서비스업

16 콘크리트,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27 수도 및 증기 공급업

36 공공 행정

등 제조업

이

39 기타 사회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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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CCREDITATION BOARD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ody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Korea Accreditation Board(KAB) has accredited

System Korea Certification
A-903, #1345, Gwangmyeong Technopark, 60, Haan-ro, Gwangmyeong-si, Gyeonggi-do, Korea
complying with ISO/IEC 17021-1:2015 in following conditions for providing 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K-OHSMS 18001:2007 /
OHSAS 18001:2007.

Accreditation No.

: KAB-OC-08

Name of Representative

Initial Accreditation Date

: December 22, 2011

Legal Entity Registration No. : 113-81-59470

Validity

:

Scope of Accreditation

:

December 22, 2017 ~
December 21, 2021

03 Food products, beverages
and tobacco
07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10 Manufacture of coke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12 Chemicals, chemical products
and fibres
13 Pharmaceuticals
14 Rubber and plastic products
15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6 Concrete, cement, lime, plaster
etc.

Lee Keun-Woo, Lead Assessor

Issue Date

17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18 Machinery and equipment
19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22 Other transport equipment
23 Manufacturing not
elsewhere classified
25 Electricity supply
26 Gas supply
27 Water supply
28 Construction

: Chul KIM

: Feb. 1, 2018

29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motorcycles
and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32 Financial intermediation;
real estate; renting
33 Information technology
34 Engineering services
35 Other services
36 Public administration
39 Other social services

Kim Seon-Bin , C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