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Sector
Assurance
인정된 인증의 공공부문
활용 사례 및 연구

ISO 9001
ISO 14001

※ 본 자료는 IAF/IEC/IIOC/IQNet/ILAC/ISO에서 운영하는 Public Secor Assurance 사이트를 참조하였습니다.
- 사이트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

사례

두바이 해양도시청 (DMCA) / 두바이
Dubai Maritime City Authority / Dubai

□ 표 준
ISO 9001, ISO 27001, OHSAS 18001

□ 사례 및 효과

ㅇ 두바이해양도시청
․두바이해양도시청

, IS O

표준 인증 4개 획득

(Dubai Maritime City Authority,

이하

은 두바이 해양 부문 규제, 관리,

DMCA)

감독 총괄 기관으로, 네 건의 주요 경영시스템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획득한 인증은

ISO 9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DMCA

품질경영시스템,

ISO 27001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OHSAS 18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입니다.

는 이 같은 표준 인증이 세계 최고 목표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 표준 취득에 이어

4

년에는

2016

ISO

고객만족 표준인

SA 8000

사회적책무 및

년

2015

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 인증 획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dmca.ae/en/NewsMediaCenter/PressReleases/NewsDetails.aspx?News=dmca.bags.four.new.iso.certificates.for.quali
ty.standards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dcma-gains-certification-to-four-iso-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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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 주 / 호주
Australian state of victoria/ Australia

□ 표 준
ISO 9001

□ 사례 및 효과

ㅇ 호주 빅토리아 주
․호주 빅토리아 주의

Prime S afe

스킴, 식품 라이센스 부여 시 표준 및 제 3자 심사 활용

Prime Safe

스킴은 모든 부문의 육류, 가금류, 해산물 공급망에 활용되며.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심사 횟수는 시설에서 가공된 제품의 고유 리스크 수준에 따라

‘

설정되는데, 평가된 리스크가 클수록 심사 횟수가 증가‘하는 리스크 기반 심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이 스킴은

분기별 심사 대상이 인정된

‘

시설의 경우(Prime
9001/ISO 22000

Safe

ISO 9001

또는

로 통합 운영되는 육가공

ISO 22000

승인을 받은 경우), 2년 단위 심사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ISO

인증의 이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primesafe.vic.gov.au/licensing/compliance-programs/third-party-audits/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australian-state-of-victoria-prime-safe-scheme-uses-standards-and-third-party-auditing-in-fo
od-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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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부흥개발은행 /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Macedonia, Serbia

□ 표 준
ISO 9001, ISO 39001

□ 사례 및 효과

ㅇ 유럽부흥개발은행
도로교통경영시스템 표준 수행 표방
․ 억 천 백만 유로의 자금이 지원되는 마케도니아 도로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 IS O

20

9

39001

5

,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안전기준 개선을 위한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SO 39001

이하

이 표방한

EBRD)

도로 안전 경영시스템 수행이 포함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조직 거버넌스 및 비즈니스 통합 수행 기준 개선을 위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도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ebrd.com/work-with-us/projects/psd/national-roads-programme.html

․또한

,

세르비아 차관 지원 사업의 일부는 ‘세르비아 도로망 재건 및 안전 개선을 위해’,

세르비아 도로 교통안전 경영을 위한 신규

‘

ISO 39001

가

EBRD

표준 수행도 지원할 것이며 프로젝트 기간

동안 도로안전 캠페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ebrd.com/work-with-us/projects/psd/national-roads-programme.html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as-part-of-a-e209-5-mil ion-funding-package-to-improve-roads-in-fyr-macedonia-part-of-th
e-project-involves-the-ebrd-stipulating-the-implementation-of-a-road-safety-management-system-in-accordance-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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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경찰청 / 아부다비
Abu Dhabi Police / Abu Dhabi

□ 표 준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 사례 및 효과

ㅇ 인증을 활용하는 아부다비 경찰청
․아부다비 경찰청은 다양한 부서에서 인증의 이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년 아부다비 서부 경찰청은
을 갱신하였습니다
IS O

.

2013

,

ISO 9001

. Colonel Ojail Ali Abdullah

청장은

인증서를 받는 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며, 이는 지속적 노력 및 우수성 향상을 위해 직무 기능

“

전반에 걸쳐 꾸준히 품질을 달성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

인적자원총국(the

Schools Department),

환경경영시스템

Directorate-General of Human Resources),

인적자원계획부서(the
과 안전보건 표준

ISO 14001

경찰학교부서(the

Police

는

Human Resources Planning Department)
OHSAS 18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abu-dhabi-police-embrace-iso-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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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경찰청 (HPD) / 미국
Houston Police Department / USA

□ 표 준
ISO 9001

□ 사례 및 효과

ㅇ
활용을 확대한 휴스턴 경찰청
․휴스턴 경찰청
IS O

9001

(Houston Police Department,

이하

의 여러 부서는

HPD)

ISO 9001

인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 재산부와 비상통신부는

HPD

년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2011

ISO 9001

인증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년에는 예산 및 자산부, 정신건강부, 조사부 등으로 그 대상을

2015

확대하고자 합니다.

․

Charles A. McClelland Jr.

경찰서장은 인증 획득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자원은 귀중하기 때문에

늘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번 인증은 우리가 업계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선두주자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houstontx.gov/police/nr/2011/oct/nr101211-4.htm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houston-police-department-expands-use-of-iso-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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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과관리부 / 인도
Performance Management Division / India

□ 표 준
ISO 9001

□ 사례 및 효과

ㅇ 세계 최초
․인도의 성과관리부
‘

IS O

9001

인증 정부’를 꿈꾸는 인도

(Performance Management Division

이하

는 ‘약속을 지키는 실적 중심

PMD)

정부’라는 비전과 ‘조직 개선 및 국제 모범사례 수립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학습과 지식 공유
정부’ 라는 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은 인도 정부 부처의
최초의

“ISO 9001”

ISO 9001

인증 획득입니다. 가장 먼저

Narendra Modi

총리가

인증 취득 정부를 기획하였습니다. 담당 비서관은 모든 부처에 해당 기획의

정보를 담은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신에서는

우리는 역사적 노력을 기울여 세계 최초

“

”ISO 9001“

인증 취득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획의 핵심 목적은 모든 정부 부처의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전문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 입니다.

․

Modi

총리는 인도 구자라트 주 총리 재임시절 구자라트 주를 인도에서 최초로

“ISO 9001

획득한 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신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성과관리부와 내각부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두 부서는 타 부처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indian-aspirations-to-be-the-worlds-first-iso-9001-certified-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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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아랍에미레이트 내무부 (MoI) / 아랍에미레이트
UAE Ministry of Interior / UAE

□ 표 준
ISO 9001

□ 사례 및 효과

ㅇ 아랍에미레이트 내무부의 지속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품질인증
․아랍에미레이트 내무부
이하 내무부 는 아랍에미레이트 지도부 지원 및
(UAE Ministry of Interior,

부처 직원의 노력으로 모든 부서가
ISO 9001

ISO 9001

)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취득으로 조직 전체가

인증을 획득한 세계 최초의 내무부가 탄생하였습니다.

․

Lt. General HH Sheikh Saif bin Zayed Al Nahyan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은

모든 아랍에미레이트 기관에 전파되어 각 기관이 국내 지도부와 정부가 성취하고자 열망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우수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

내무부 품질부서 부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Lieutenant Colonel Dr. Saeed Matar Al Suraidi

다음의 매우 뜻깊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증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
운영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고객만족 및 내무부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nrd.ae/en/latest-news/1323.aspx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quality-certification-supports-continuous-improvement-at-uae-department-of-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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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포트 탈보트 의회 / 영국
Neath Port Talbot County Borough Council / UK

□ 표 준
ISO 9001, ISO 14001

□ 사례 및 효과

ㅇ 지방 정부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인정된 인증
․사우스웨일즈 지역 니스포트 탈보트 의회는 환경과 품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과

ISO 14001

ISO 9001

인증을 활용하였으며, 능동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bureauveritas.com/wps/wcm/connect/b85b4d00485077479c5fffdaaf6755ae/BV_CS_Neath-Port-Talbot_A4.p
df?MOD=AJPERES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accredited-certification-assists-local-government-to-meet-their-environmental-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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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부 부처 / 모리셔스, 노르웨이, 세르비아, 에트리아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 Mauritius, Norway, Serbia, Eritrea

□ 표 준
ISO 9001, ISO 14001, ISO/IEC 17025, OHSAS 18001

□ 사례 및 효과

ㅇ 인정받은 인증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성과 개선
․모리셔스에서는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인정된 인증이 활용됩니다
:

.

기상 서비스부 및 국세청 등 각 부처
에서

Bureau)
9001

ISO 9001

노동, 산업 관계 및 고용부,

여개 부서는 모리셔스표준국(Mauritius

20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Willougby

Standards

초등학교와 3개 중고등학교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립수혈서비스, 보건복지부도 모리셔스 표준국에서 인정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여권 및 이민국은
시험소는

ISO 27001

ISO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법의학 과학

를 자체 인정하였습니다.

ISO/IEC 17025

․노르웨이해양청
획득하였습니다.

(Norwegian Maritime Authority,
Olav Akselsen

이하

은

MN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청장은 개선을 위한 인증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뚜렷했습니다.

청장은 “단순한 인증 취득만으로는 일이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품질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에 따라 내부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주요 활동의 질적 운영과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세르비아 국가
측량기관인 세르비아 금속 및 평가국(Serbian
은 인정된

DMDM)

인정된

Directorate of Measures and Precious Metals,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각 1개소)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국립혈액은행

(National Blood Bank,

획득하였습니다.
NBTS

은

DMDM

년 설립된

1991

NBTS

이하

은

NBTS)

ISO 9001

인증을

는 에리트레아 전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센터입니다.

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영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최고 수준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에리트레아 혈액관리시스템은 국제적 표준을 충족하였으며, 남아프리카 인정기구인
남아프리카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accredited-certification-improving-the-performance-of-government-agenci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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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티슬라바 국방병원 / 슬로바키아
The Hospital of the Ministry of Defence in Bratislava / Slovakia

□ 표 준
ISO 9001

□ 사례 및 효과

ㅇ 인정된 인증을 활용하여 품질에 매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자 한 슬로바키아의 병원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국방병원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병원 선택
ISO 9001

시

ISO 9001

.

인증 여부를 파악하는 고객들에게 해당 병원이 고려 대상이 되도록 이바지

하였으며, 인증을 통해 더 많은 조직이 품질을 위한 병원의 노력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bureauveritas.com/wps/wcm/connect/bfdb9d00485072019b89fbdaaf6755ae/BV_CS_HMD_A4.pdf?MOD=AJPE
RES

출처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hospital-of-the-ministry-of-defence-in-slovakia-use-accredited-certification-to-demon
strate-its-commitment-to-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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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택공사

/ 홍콩

Hong Kong Housing Authority / Hong Kong

□ 표 준
ISO 14001, ISO 50001

□ 사례 및 효과

ㅇ 인증된 제품 사용을 명시하고 인증된 경영시스템을 활용하는 홍콩주택공사
․홍콩주택공사
는 연 평균
여 호의 공공 주택을
(Hong Kong

Housing

Authority)

20,000

건설합니다. 홍콩주택공사와 업계는 항상 건축자재의 품질과 구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부적절하게 건축된 건물을 재시공할 경우 건축 프로젝트의 시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홍콩주택공사는 제품인증이 훌륭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이며, 제 3자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 규정을 거쳐 높은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주택공사는

2010

년부터 건설 프로젝트에서 인증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열 가지

주요 건축자재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건축 자재에 대한 제품인증 개발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홍콩주택공사에서 명시한 이들 건축자재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더 많은 건축 자재 인증 스킴이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예. 철근,
페인트, 기계 결합기, 골재 제품 등). 제품 인증은 입고되는 원자재, 생산, 검사, 표본 선정
및 시험, 추적성 등 전체 생산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인증된 건축 자재를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ingauthority.gov.hk/en/business-partnerships/resources/construction-product-certification/index.html

․홍콩주택공사는 건축 프로젝트에 인증된 건축 자재 사용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

다양한

분야에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영시스템표준을 활용합니다. 일례로,
주택공사는

2013/14

계획 중간성과보고서에서

Kwai Shing

서부 지부가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취득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

항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부동산관리 품질을 향상하고, 건강하고

3.11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홍콩주택공사는
자산 관리 프로그램에

ISO 14001

2010

년부터 모든 부동산 유지 보수 계획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홍콩주택공사는 모든 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해

ISO 14001

2013

년 7월,

인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였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ingauthority.gov.hk/mini-site/corporateplan1415/en/common/pdf/2014-15-CP-full.pdf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the-hong-kong-housing-authority-specifies-the-use-of-certified-products-for-buildingmaterials-in-its-construction-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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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관리서비스 부 / 노르웨이
Ministry of Health & Care Services / Norway

□ 표 준
ISO 14001

□ 사례 및 효과

ㅇ 병원에 인정된
인증 도입을 요구하는 노르웨이 정부
․노르웨이 보건관리서비스부
는 공공보건시스템 강화를
IS O

14001

(Ministry of Health & Care Services)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까지 모든 병원에

ISO 14001

년 말

2014

표준에 따른 경영시스템인증을 도입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bureauveritas.com/wps/wcm/connect/bfdb9d00485072019b89fbdaaf6755ae/BV_CS_HMD_A4.pdf?MOD=AJPE
RES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case-study/347/
- 15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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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여도 조사 : 품질경영 표준 채택과 비즈니스 성과 사례
Exploring performance attribution : The case of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adop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 표 준
ISO 9001

□ 주요내용

ㅇ 목적
․서비스 및 제조 분야에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표준 인증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의 영향에 대한 횡단 연구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의 변화를 탐구하는 시도는 드물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ㅇ 설계 방법론 접근
․해당 연구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ㅇ 결과
․분석 결과

, ISO 9001

인정의 처리효과(treatment

effect)

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이점은

낭비요소의 감소였습니다. 한편, 개발을 위해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보다 외부 요인에 따른
동기로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과 관련된 이점이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추적연구 결과, 수익이 낮은 기업보다 수익이 높은 기업에서 적용하는 선택 매커니즘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는 도출된 결과를 발전시켜 시간에 따른 이 같은 메커니즘의 영향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emeraldinsight.com/doi/abs/10.1108/17410400910950991?journalCode=ijppm#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exploring-performance-attribution-the-case-of-quality-management-standards-adoptionand-business-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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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경영 및 작업 품질 : 품질경영시스템이 직원 및 고용인에게 미치는 영향
Quality Management and Job Quality : How the ISO 9001 Standard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s Affects
Employees and Employer

□ 표 준
ISO 9001

□ 주요내용

․일부 연구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수익 등 조직성과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ISO 9001

도입 시 고용, 수입, 및 안전보건과 같은

변화를 조사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입니다. 캘리포니아 약

1,000

개 기업을 분석하였으며,

ISO

을 채택한 조직은 채택하지 않은 조직보다 점진적으로 훨씬 낮은 사망률을

9001

보여주었습니다.
높았습니다.

를 채택한 고용주는 판매, 고용, 급여 지불액 및 연 평균 수익율이 더

ISO

ISO 9001

채택 기업의 부상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상으로 인한 비용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조직 이론, 관리, 공공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pubsonline.informs.org/doi/abs/10.1287/mnsc.1100.1159?journalCode=mnsc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quality-management-and-job-quality-how-the-iso-9001-standard-for-quality-manageme
nt-systems-affects-employees-and-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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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브라질에서의 관련성과 영향
ISO 9001 - Relevance and impact in Brazil (September 2016)

□ 표 준
ISO 9001

□ 주요내용

․

“ISO 9001

인증

– 브라질에서의 관련성과 영향 은 브라질 인정기구
”

와

Inmetro

유엔공업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브라질에서의

UNIDO(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증된
조직 및 고객 관점에서 브라질 내

ISO 9001

인증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다양한

인증 조직에 대한 시장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 입니다.

․연구는

에 기반한 인정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직이 받는

ISO 9001

혜택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브라질에서 수행된 연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결과, 조직은 인정된
소비자에게는

ISO 9001

ISO 9001

인증으로 이익을 얻고,

인증이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기대를 충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한편, 평가 및 인증의 공평성과 효과성을 훼손하는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평가 및 인증이
효과적이고 유익하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wp-content/uploads/2016/09/ISO_9001_Brazil_Final-2.pdf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iso-9001-relevance-and-impact-in-brazil-septembe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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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식품 부문에서 ISO 9001:2000 수행
ISO 9001:2000, Implementation in the Greek food sector

□ 표 준
ISO 9001

□ 주요내용

ㅇ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리스 식품 부문
ㅇ 설계 방법론 접근
․
인증을 받은 그리스 식품 기업

ISO 9001:2000

/

표준 수행에 대한 인식 조사입니다.

/

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하여 인증 사유,

ISO 9001:2000

97

표준 수행의 어려움, 인증의 이점과 그 관련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인증사유, 이점,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정의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및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ㅇ 결과
․연구 결과

,

인증 취득의 주요 사유는 우선적으로 내부 비즈니스 환경이 고려된 후 외부

환경이 고려되었으며, 표준 수행에 특별한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외부)적 인증
취득 사유는 내부(외부)적 이익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어려움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ㅇ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

의의

ISO 9001:2000

단기 인증에 대한 주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인증을 유지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진, 관리자, 고용자 같은 내부 요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ISO 9001:2000

제공하고,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실무적 영향
․연구 결과는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식품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

표준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emeraldinsight.com/doi/abs/10.1108/17542731011024255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iso-90012000-implementation-in-the-greek-food-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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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000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시장 사후관리 사례
Experience in the Market Surveillance of ISO 9001 QMS (UNIDO 2017)

□ 표 준
ISO 9001

□ 주요내용

․

유엔공업기구)는 “모범사례

UNIDO(

: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시장사후관리 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제조업체의

ISO 9001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각 인정된 인증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장 사후관리 방법론 적용에 대한 시사점과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적절한

ISO 9001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 활용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무역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2030

개발 의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결론 맺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unido.org/sites/default/files/2017-01/MS_Guide_v_1.19-pages__1__0.pdf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experience-in-the-market-surveil ance-of-iso-9001-qms-unid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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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공급망에서의 의의
what does it mean in the Supply Chain

□ 표 준
ISO 9001

□ 주요내용

․공급 업체를 선택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담당자라면

ISO 9001:2015

인증 획득을 홍보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본 적 있거나 활용해보았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공하고, 공급망 도구로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ISO 9001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iso.org/files/live/sites/isoorg/files/archive/pdf/en/pub100304.pdf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supporting-material/iso-9001-what-does-it-mean-in-the-supply-chain-is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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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SO 14001 인증 기업의 환경 규제 준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ISO 14001 certified companies in Korea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본 논문은

ISO 14001

설문을 통해

인증이 한국 기업의 환경 기준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ISO 14001

인증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정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 규제 준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현재의 국제 상황과 공정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001

․

1997

기업
1998

인증은 산업경쟁 및 기업/제품 인식 개선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년 인증 기업과 비 인증 기업의 환경 규제 위반(environmental

ERV)

ISO

비율은 각각

3.5%,

였습니다.

11.6%

1998

년

ERV

비율 차이는 인증기업

로 8배 차이가 났습니다. 연간 규제 위반율은 인증 기업이

8.5%

년

regulation violation,

1.0%,

비 인증 기업이

1997

년

에서

11.6%

1998

년

1997

였습니다.

8.5%

년

1.0%,

비 인증

에서

3.5%

ISO 14001

인증

기업은 비 인증 기업에 비해 환경성과 측면에서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301479702905700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a-study-of-compliance-with-environmental-regulations-of-iso-14001-certified-companies
-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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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영시스템이 기업 및 환경 성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
Assessing the Impac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on Corporate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기업의 제품 생산

,

사용 및/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현재 연구는 이러한 활동을 촉구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ISO 14001

도입 결과로, 기업의 환경영영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기업이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하면서 낭비와 오염을 줄이는 데 이러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를 검토합니다. 본 연구는 환경경영시스템과
ISO 14001

에 대한 북미 관리자의 인식을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공식적이지만 인증 받지

않은 환경경영시스템과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상대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그 결과

,

공식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오염 감소를 더욱 잘 인지하였으며,

다양한 운영 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긍정적 영향력을 파악하였음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미 인증 기업보다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은 환경적인 방법의
선택과 활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본 연구 결과는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

기업이 선택하는 환경적 방법, 시스템과 성과 간 직 간접적 관계를 입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272696302001092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assessing-the-impact-of-environmental-management-systems-on-corporate-and-enviro
nmental-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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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강제적 규제 : ISO 14001 및 시설의 환경성과
Covenants with weak swords : ISO 14001 and facilities’ environmental performance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자발적 환경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택하기로 한 진보적 환경 규약입니다

.

본 연구는 느슨한

모니터링과 규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 비 강제적 규제로 자발적 프로그램인

ISO 14001

이

환경성과에 대한 참여자의 회피를 줄이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후원하는

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자발적 환경

ISO 14001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대기청정법(Clean
이상의 시설 분석 결과,

ISO 14001

에서 주요 근원으로 규제되는

Air Act)

개

3,000

인증 시설은 미 인증 시설보다 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의 배출 및 규제 준수 이력을 통제하고 시설의 환경
성과와

ISO 14001

인증 결정 간 잠재적 내생성(endogeneity)을 조정하였음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pam.20136?systemMessage=Wiley+Online+Library+will+be+disrupted+on
+25+August+from+13%3A00-15%3A00+BST+%2808%3A00-10%3A00+EDT%29+for+essential+maintenance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covenants-with-weak-swords-iso-14001-and-facilities-environmental-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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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클럽 및 자발적 거버넌스 : ISO 14001 및 기업의 규제 준수
Green clubs and voluntary governance: ISO 14001 and firms’regulatory compliance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 그린 클럽 및 자발적 거버넌스
'

: ISO 14001

및 기업의 규제 준수'(Potoski,

M., Prakash, A.,

는 점점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인증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2005)

이는 ‘클럽’으로 지칭되며, 클럽들은 ‘회원들의 행동 변화에 따른 공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전파’ 합니다. 특히 연구는
Air Act)

ISO 14001

인증으로 미국의 대기 청정법(Clean

에 따른 정부 규제를 충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 시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거쳐 인증 시설과 미 인증 시설의 규제

3,700

기록을 비교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중요한 자발적 비정부적 프로그램인

‘

ISO 14001

인증 참여로 기업의 정부 규제에

대한 준수가 향상된다’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외부인이 함께하는

ISO 14001

의 여러 긍정적

측면이 비용 부담으로 조직에서 자발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환경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는
대외적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해당 표준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보고서는

‘

결과는

ISO 14001

인증을 받은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준수 기록이 더

좋았음을 보여준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클럽‘(이 경우, 인증된 상태)
회원들이 촉진하는 활동입니다. 보고서는 그 예로

ISO 14001

의 의무적 제 3자 심사가

회원들이 클럽의 표준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의도적인 미 준수를 완화하는 한편,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은 회원들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근본 원인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무지로 발생하는 규제 미 준수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faculty.washington.edu/aseem/ajps.pdf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green-clubs-and-voluntary-governance-iso-14001-and-firms-regulatory-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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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 수행 : 신흥 공업국 말레이시아에 이익이 되는가?
Implementing ISO 14001: is it beneficial for firms in newly industrialized Malaysia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주로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공업국 기업의
다룹니다.

ISO 14001

ISO 14001

인증에 따른 이점을

인증을 받은 말레이시아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ISO 14000

표준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 보고서에 등장한 산업화 국가에서
ISO 14000

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유사합니다.

의 수행은 기업

ISO 14000

이미지 및 운영 개선은 물론 효과적 환경관리와 위험 감소에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03001987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implementing-iso-14001-is-it-beneficial-for-firms-in-newly-industrialized-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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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 및 미국 제조 기업의 고형 폐기물 발생율 : 연관성 분석
ISO 14001 and solid waste generation rates in US manufacturing organizations: an analysis of relationship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고형 폐기물 발생율에 대한

ISO 14001

및 기타 주요 요인의 영향 연구

입니다. 연구를 위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산업체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인증을 통해 기업의 고형 폐기물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하다는 점과, 고체
폐기물 감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 여러 요인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ISO 14001

또한, 고형 폐기물 처리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며 이는 산업체의 고형 폐기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11000084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iso-14001-and-solid-waste-generation-rates-in-us-manufacturing-organizations-an-anal
ysis-of-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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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급망 관리에서의 IS0 14001
ISO 14001 in environmental supply chain practices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스웨덴 기업의 환경 공급망 관리에서

ISO 14001

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는 환경 공급망 관리의 세 가지 주요 운영 업무인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사항 소통,
공급업체에게 동기 부여, 공급자 요구사항 준수 검증에 대한 기존 및 잠재적

ISO 14001

의

역할입니다. 연구는 3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경 관리자 인터뷰, 그룹 토론, 두 개의
다국적 기업의 각국 운영 부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 ISO 14001

수행 시 회사 내의 구매 및 환경 기능 간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고객 요구 사항을 공급업체에 전달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초기 어려움 극복을 위해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나, 대규모
공급업체 기반 확보와는 종종 상충됩니다. 보통 공급업체가

ISO 14001

인증 취득은 절대적

요구사항은 아니나, 인증 받은 업체가 선호되곤 합니다. 환경성과 증명을 위한

ISO 14001

인증의 가치는 공급업체의 환경적 의지, 고객의 공급망 수행 개선과 인증기관의 의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급업체 평가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모니터링 및 검증 접근법은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09001577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iso-14001-in-environmental-supply-chain-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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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정보 비대칭 해결 : 인증된 경영프로그램의 역할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ics in Markets: The Role of Certified Management Programs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 시장 내 정보 비대칭 해결
‘

:

인증된 경영프로그램의 역할’(Toffel,

은 ‘독립적 검증

2006)

체계(인증)를 특징으로 하는 자발적 경영 프로그램(본 연구에서는

이 본연의

ISO 14001)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연구는 여러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여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표준이 우수한 환경성과를 보유한 기업을 끌어들였다는 근거’를 보고
하였습니다.

․결론에서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제시되었으며

제 3자 인증이 자발적 경영 프로그램이 인증을

‘

채택한 조직과 채택하지 않은 조직간 합리적 차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는 ‘규범적인 산업별 경영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발적 경영프로그램이
지속적 참여 조건을 위한 개선과 같은 요구를 통해 참여 조직의 성과 향상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뒷받침 됩니다.

․결론에 제시된 두 번째 핵심 요인은 공공 정책 목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인증의
개념에 대해 ‘규제당국은

ISO 14001

인증 활용을 우수 (환경)성과의 척도로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hbs.edu/faculty/Publication%20Files/07-023_1c3822d6-d853-47f6-be07-c10a97ee4218.pdf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resolving-information-asymmetrics-in-markets-the-role-of-certified-management-progra
ms/

- 30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 규제 제도 : 문헌검토를 통한 전망 및 기여
Self-regulatory Institutions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Perspectives and Contributions from the Management Literature

□ 표 준
ISO 14001

□ 주요내용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 규제 제도
‘

:

문헌검토를 통한 전망과 기여’(King,

Toffel,

2007)

는

인증과 같이 정책 담당자가 주요 사안을 규제와 입법으로 다루는 수단을 연구하며, 특히
자발적 규제 제도’로서

‘

․보고서는 인정된 제

3

ISO 14001

인증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자 인증기관 인증에 따른 합의를 기반으로 한 표준(예.

과 같은

ISO)

견실한 ‘자발적 규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한 환경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결론에서는

ISO 14001

같은 시스템에 긍정적 관점을 제시하며 ‘실질적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해당 연구는 자발적 규제가 진지하게 수용되어야 함을
제시한다‘라고 언급합니다.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자발적 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업 관리자는

해당 제도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초기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일부 제도가 기업의 시장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데 실제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감소시키는 한편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된 연구들은 불가피한 비극이 아닌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범위의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본 보고서는

ISO 14001

인증과 같은

시스템을 환경성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hbs.edu/faculty/Publication%20Files/07-089.pdf

출처 :
http://www.publicsectorassurance.org/research/self-regulatory-institutions-for-solving-environmental-problems-perspectives-and-contrib
utions-from-the-management-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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