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김진석

학교 : 제주폴리텍대학

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간단하고

이름 :     이은정

학교 : 제주폴리텍대학

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단순하며

이름 :     신승훈

학교 : 제주폴리텍대학

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이해쉽게

‘취업을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간단(Simple)하게 생각하자’

결코 취업은 쉽지 않지만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알아가도록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팀 소개

2016 희망이음 PROJECT



기업 소개

2016 희망이음 PROJECT

기업선정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 혹은 서비스에는 품질 
인증이 들어간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반드
시 필요로 하는 없어 설 안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 외
에 보통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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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품질 문화를 선도하여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Vision

‘1’-’10’-’100’ Korea NO.1, Global Top 10, Customer’s Best Partner for next 100 Years

대한민국 1등, 글로벌 TOP 10, 고객과 100년을 함께하는 경영품질 전문기관

Core Value

고객중심

품질경영 7원칙 중 하나로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

최고지향

대한민국 최초 인증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 선언

변화선도

능동적 변화 주도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윤리의식

검. 인증 전문기관으로의

기본 가치

기업소개1 비전 및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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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기업 연혁

기관분야

인증분야

교육분야

History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93 1996 1997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취업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
(고동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

2월

대구 경북지역본부 개소

4월

(재)한국품질재단
(KFQ)으로 명칭 변경

1월
경인지역본부 개소

4월
이공계 현장기술 전문
연수기관지정(지식경제부)

2월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지원기관 선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월

중부지역본부 개소

3월

국내 제1호 국내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 지정

8월

녹색교육기관 지정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1월

ISO/IEC 20000
(IT 서비스관리시스템)

인증기관 지정(itSMF)

3월

VCS(자발적탄소제도)
검증기관 지정

7월

국내 제1호 녹색경영시스템 (GMS)

연수기관 지정 (KAR)

3월

OHSAS 18001 / K-OHSM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수기관 지정(KAR)

10월

국내 제1호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검증기관 지정(환경부)

4월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KAB)

8월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연수기관 지정(KAR)

8월

이란 에이전시 설립

10월

콜롬비아 에이전시 설립

4월

중국법인 설립
(*한국인증기관 최초)

6월

ISO 39001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

시범 연수기관 지정(KAR)

5월

ISO/IEC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KAB)

2월

터키 에이전시 설립

2월

인도 에이전시 설립

5월

자가품질보증물품
심사기관 지정(조달청)

12월

10월
국내 제1호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KAB)

국내 제1호 ISO/TS 16949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IATF)

10월
국내 제1호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지정(KAB)

12월
(재)한국품질인증센터
(KSA-QA) 창립

1월
IQNet
(국제인증네트워크)

전회원가맹

2월
ISO 9001 및 ISO 14001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연수기관 지정(KAR)

5월06월
국내 제1호 QS-9000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KAB)

1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정(노동부)

07월
국내 최초 BS 7799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

1월
신품질포럼(NQF) 창립

8월
지속가능성보고서(SR)
검증업무 개시

국내민간기관 최초 CDM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

(DOE)지정 (UNFCCC)

2월

국내 제1호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KAB)

3월

부산, 경남지역본부 개소

3월

국내 제1호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연수기관 지정 (KAR)

3월
5월
국내 제1호
OHSAS 18001 /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지정(KA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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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1 지역 본부 소개

TEL

주소

TEL

주소

TEL

주소

TEL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사 5층

051-831-0470TEL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8층

1661 - 9023TEL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 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벨리 B동 13층

02) 2025 - 9000~3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250호

041-547-04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7

064-724-4300

02) 2025 - 9056~7

영남 지역본부

대구 지역본부

서울 본사

중부 지역본부

제주품질연구원

경인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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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2 주요 사업

최고경영자들만을 위한
프리미엄 컨텐츠 제공

Training

교육사업

Sustainability

지속가능사업

Membership

CEO 멤버쉽

Certification

인증사업

기업경쟁력 강화
신뢰도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과
기업의 혁신을 위한



2016 희망이음 PROJECT

주요사업2 인증사업 소개

인증 도입 필요성

고객만족도·신뢰도

향상
시간·자원 활용도향상 순이익개선 시장성확대 경쟁력향상원가절감

ISO 경영시스템 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서 제정한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
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ISO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설정
하여 국가 간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
두에게 경영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IS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실질적 이득 이외에도 국제적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할을 부여 받게 되며 기업 이미지 제고, 신뢰성 증진, 기업경쟁력 강화 등과 부가적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

ISO란?
ISO는 lnternational Organization tor Standardardization의 약자로 국가마다 다른 산업 규격을 
조정통일하고,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쉽게하기 위하여 1947년에 설립된 국제표준화기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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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2 인증사업 소개

- 국내 최초의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Since 1993)
- 국내의 유일한 IQNet (국제인증네트워크) 정회원
   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인증기관
- IQNet 인증기관들의 인증서 발행가능

· ISO 인증을 도입, 보급하는 대표 기관

- 높은 공신력의 인증 및 심사
- 책임 심사원 및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서비스

· 높은 고객 만족도 및 인증 유지율 · 최고 품질의 심사 서비스 제공

- 20년 이상 축적된 심사 노하우 보유
- 심사원 역량 및 전문성 극대화에 지속적인 투자

왜 KFQ 인증인가?

한국품질재단(이하 KFQ)은 1993년 국내 최초의 경영 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설립되어 고객가치창출을 위
한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급하기 위해 투명성, 공평성, 신뢰성 및 전문성에 가치를 두고 대한민국의 
인증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KFQ는 20년 이상의 인증 노하우와 전문화된 분야별(또는 표준별) 국내 최
대 심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입니다. 분야별 전문 
심사를 통하여 기업의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혁신을 지속하고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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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2 인증사업 소개

KFQ 경영시스템 인증분야

<9개분야 / 23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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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2 교육사업 소개

공공부분
특화교육

공개교육 해외연수

IT 융합
솔루션E-Learning

맞춤형
위탁교육

대학 취업
역량강화 교육

정부지원
교육서비스

Training
교육

KFQ 훈련 과정

· 상담을 통한 니즈 분석

요구사항분석01
· 교육실시, 모니터링

실행03
· 프로그램 설계

· 전문교수 선정

· 교재 및 워크북 개발

· 운영 계획 수립

설계 및 개발 02
· 과정평가, 결과보고

효과 측정04
· 사후관리, 후속 교육설계

피드백05

15년 이상의 심사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

Professional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 제공

Practical

고객 맞춤형 OJT 프로그램 개발, 공급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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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2 교육사업 소개

02
E-Learning

E-Learning은 1천개가 넘는 교육과정을 자랑합니다. 경영, 비즈니스, 직무, 리더십, 외국어, 금융, 인문학, 자격증 
등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되어 있으며, 다수의 과정이 정부지원에 의한 중소기업 무료교육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E-Learning서비스는 새로운 과정을 지속적으로 UP-DATE하여 비즈니스 트랜드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01 품질, 환경, 안전, 식품, 자동차, 정보, 에너지 등에 대한 경영시스템, 통계, 자동차분야Core Tool, 각종 현장개

선 기법. 설계. 구매, 생산 설비관리 등과 관련된 현장중심 교육 등 다양한 100여개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연간 스케쥴에 의하여 계획되어 진행되는 공개교육은 조직 인적자원의 능력 향상에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공개교육

03
맞춤형

위탁교육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입니다.
교육의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집중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전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필요시 고용보험 환급과정 적용가능)

04
해외연수

국제인증네트워크(IQNet)을 통하여 해외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해외 유수의 전시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 벤치마킹, 해외 전시참여 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6 희망이음 PROJECT

주요사업2
05

정부지원
교육서비스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청년취업아카데미,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등 정부가 산업계 인력샹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부혜택도 받고 인적자원의 능력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각종 정
부지원교육을 통하여 조직의 필수적인 인력양성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 핵심직무능력향상교육 - 청년취업아카데미 - 이공계전문기술연수

06
공공부문
특화교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CAP(컨텐츠(Contents), 활동(Activity), 장소(Place)) 
전략을 통해 교육환경을 최적화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교육 솔루션입니다.

07
맞춤형

위탁교육

취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기업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에 기반을 둔 실무중심의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08 
해외연수

경영시스템 표준과 IT를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교육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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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2 지속가능사업 소개

기후변화 온실가스

· 기후변화 정책 대응

·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검증

· 배출권거래제도 검증

· CDM, VCS, GS검증

· 농업농촌 외부감축 사업 검증

  KVER

연구과제 수행

· 국가 정책 및 온실가스 관련

  연구 용역 수행

· 신규 제도 개발

· 해외 협력

기업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 기업간(B2B) 연계 협력 사업

· 기업 연계 국가 용역 과제 참여

· 기업 화학물질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의 사회적책임

· SR 검증
· SR 10 인증

· 국내 최초 CDM검증기관(민간기관) 및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검증기관

· 기후변화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 인력 보유 및 국가 정책 입안 과정애 참여

· 정부의 기업 지원과제 주생 경험을 통해 산업계의 특성 및 니즈에 대한 맞품 솔수션 제공

KFQ 지속가능 사업만의 장점

KFQ 지속가능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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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2 지속가능사업 소개

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 검·인증 서비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및 마라케시합의문 등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슬르 감축하기 위해 선진국(Annex || 국가)에 금전적, 기술적 투자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당
성할 수 있으며, 개도국에서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앞선 친환경 기술에 대한 
기술지원(이전)과 투자를 받아 개도국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VCS(Verified Carbon Standard)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량을 인증하는 주요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탄소상쇄,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 신용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2007년 세계
경제포럼과 국제배출권 거래협회 및 기후그룹에서 제정한 제도입니다.

 · GS(Gold Standard)
50여개의 국제적 시민사회단체가 인정한 탄소배출 상쇄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감축에 대해서 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 CDM/VCS.GS 사업 타당성평가·검증 서비스
CDM/VCS.GS 각 제도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으로부터 타당성평가를 받고 감축/상쇄 실적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실적을 배출권
(VCU/CER)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VCS/GS사업에 대한 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03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검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다 배출사업장(이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업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제도는 참여자(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할당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

함으로써 참요자의 비용효과적인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입니다. 한국품질재단은 환경부가 지정한 제1호 검증기관으로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사업장 및 업체에 대한 명세서 검증및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온실가스 프로젝트 평가 및 연구 용역

한국품질재단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1호기관으로 KVER, 농업농촌 감축사업, 외부감축사업들의 타당성 평가와 검증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 공공기관 기업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관련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연구용역과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제도 입안 

국가 제도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여 국가와 산업계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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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검증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향한 조직의 성과를 측정, 공개, 설명하는 수단으로 조직의 경영활동 전과정에서 추진된 주요 노력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조직의 재무적 성과  외에도  비재무적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최근 확대되어가고 있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자가평가와 대내외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SR) 검증서비스
- 한국품질대단은 GRI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당 보고서의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증의효과
-  제 3자 검증을 통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데이터 및 관련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동시에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환경 사회, 경제성과 확인을 통한 균형되고 통합적인 성장전략전개

2) 비재무적 원인에 의한 리스트 관리 및 개관적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

3)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수용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유무형 가치제고

4)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대외신회도 확보

04

SR 10 인증

SR 10 인증이란?

  1)지속적 개선의 PDCA 사이클 에 따라 사회적 책임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경영도구
  2)조직의크기, 복잡성 또는 사업 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가능
  3)모든 사회적 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해소
  4)ISO 표준에 기반한 다른 경영시스템과 쉽게 통합이 가능
  5)ISO 26000의 원칙과 권고사항을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SR 10 인증의 효과
사회적 책임 경영시스템을 이행함으로써 조직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의 재고,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킬수 있습니다.

- 리더십과 경영자의 이점 - 사회 및 환경관점의 이점
- 재무관점의 이점

05

지속가능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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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mbership

가입절차

회원가입문의 - 상담 - 회원가입결정 - 신청서 작성 - 연회비 납부 - 회원증 발급

CEO경영아카데미사무국 가입문의 Tel. 02)0225-9161 ~ 3 / Fax. 02)2025-9059. 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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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후기3 인터뷰

KTQ 한국품질재단은 어떤 기관입니까?

다른 인증 기업, 기관과는 다른 KTQ만의 특별한 점은?

주로 어떤 인증을 많이하시나요?

국내 최초 ISO인증기관 이며 그 외 다수의 1호 인증을 보유한 곳이며 국

내 시스템 인증 분야의 메이커로 자부할 만한 우리나라 대표 인증 기관입

국내 제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없이 자동차 분야에 현재 70~80% 인증을 맡고 있으며 국가 사업으로

도 50여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에 1개의 대표 인증 기관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IQ 

NET SYSTEM에 가입된 국내 유일한 기관이며 품질 재단에 인증이 들

어간다는 것은 곧 IQ NET SYSTEM에 가입된 36개국에 동시에 인증이 

들어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