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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국제인증심사원(보)양성 과정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ISO 심사원 연수 및 등록기관인 Exemplar Global (구 RABQSA)에

승인된 ISO 국제선임심사원 연수기관입니다.
3. 본 교육과정은 당사가 국제심사원등록기관인 Exemplar Global에 등록된 공식과정으로서 전문
강사 및 평가자가 그 동안의 강의와 심사경험을 기반으로 체계적이며 심도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Exemplar Global에서 공인된 각 모듈 합격증이 발행되며 Exemplar
Global기관에 ISO 국제인증심사원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시게 됩니다.

---- 아
교육일정

2017. 05. 27~28 / 06. 24~25 (4일/32시간)

과정명

ISO 9001 국제인증심사원(보) (QM, AU, TL Module) 양성과정

교육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5, 화일빌딩 401호(FDX 안전관리인증교육원 강의장)

교육비

60만원(비환급과정)/ VAT별도

지원사항

교재 및 중식제공

신청방법

교육신청서(붙임) 작성하여 이메일(specedu@daum.net) 접수

문의처

첨

래 ------

Tel: 02-561-9001 (강동완 대리)

부 : 1. 심사원자격요건안내
2. 교육일정 시간표
3. 오시는 길
4. 교육신청서., 끝.

ISO 9001, ISO 14001, ISO/TS16949, ISO 22000, ISO 27001, OHSAS 18001, HACCP
SPEC-S-04-04(Rev.2)

A4(210×297)

(첨부 1)
▶ 자격 요구사항(Qualification Requirements)
선임 심사원으로 지원하는 사람은(심사원 보 등급 제외) 반드시 지원한 등급의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교육, 훈련, 관련경력 등).
▶ General Requirements 일반 요구사항
Criteria 지침

Competency-Based 적격기준

Qualification-Based 자격기준

KNOWLEDGE
심사원교육과정

TPECS knowledge examination or lead
auditor course per scheme plus TPECS
ebased gap examination
Exemplar Global TPECS수료증 또는
교육과정 수료증(단, GAP시험필수)

Exemplar
Global
certified
training course
Exemplar
Global
심사원교육과정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심사원과정

SKILL 스킬

Exemplar Global skill
Exemplar Global 검증심사

examination

N/A

PERSONAL
ATTRIBUTES
개인특질

Personal attribute examination (PAAS
Master - ebased) Signed attestation to
adhere to code of conduct.
온라인 PAAS 시험

Signed attestation to adhere to
code of conduct. Employer
and/or auditee attestation of
personal attributes
행동규범서약 사인

QUALIFICATIONS/
EDUCATION
교육

Tertiary education diploma or equivalent
work experience학위 또는 교육증명서

Secondary education diploma
or higher 학위 또는 교육증명서

WORK EXPERIENCE
근무경력

Varies per scheme. Must submit work
experience details and contacts
* 공통: 최근 4년 이내의 최소 2년이상의
해당규격 근무경력
* 학력별 총 근무경력: 1. 학사이상: 총
4년 이상 2. 초대졸: 총 6년 이상 3.
고등학교졸업: 총 8년 이상

Varies per scheme. Must
submit work experience details
and contacts
* 공통: 최근 4년 이내의 최소
2년 이상의 해당규격 근무경력
* 학력별 총 근무경력:
1. 학사이상: 총 4년 이상
2. 초대졸: 총 6년 이상
3. 고등학교졸업: 총 8년 이상

심사경력

N/A

일반 : 20MD, 선임 35M/D

(첨부 2) 교육시간표

(첨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