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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 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

▪ ISO 4500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ISO 13485 -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 ISO/IEC 20000 - 정보기술경영시스템

▪ ISO/IEC 27001 – 정보보안경영시스템

▪ ISO 22301 -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 ISO 39001 - 도로교통안전경영시스템

▪ ISO 17100 - 번역서비스품질경영시스템

▪ EN 16001 - 에너지경영시스템

▪ ISO 50001 - 에너지경영시스템

▪ ISO 22716 - 국제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ISO 26000 - 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

▪ ISO 41001 - 시설관리경영시스템

▪ EMAS EK 1221:2009 – Eco Management Audit Scheme

▪ SA 8000:2008 – Social Accountability Verific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 Directives 2003/87/EC(Industry), 2008/101/EK(Aviation)

시스템 인증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안전보건경영시스템

EUROCERT KOREA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품질•안전•환경•에너지•화장품을 비롯한 산업 전체 시스템 분야의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CODEX ALIMENTARIUS – HACCP

▪ ISO 22000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FSSC 22000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GLOBAL G.A.P. – IFA

▪ GLOBAL G.A.P. GRASP

▪ GLOBAL G.A.P. C.o.C(Chain of Custody)

▪ BRC GLOBAL STANDARD

▪ IFS

▪ ALBERT HEIJN

▪ TESCO NATURE'S CHOICE

▪ QS CERTIFICATION PROTOCOL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 분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GLOBAL G.A.P.식품안전경영시스템
FSSC 22000

EUROCERT KOREA는 강화되는 식품 안전 의식에 따라,
ISO 22000•FSSC 22000•GLOBAL G.A.P.•IFS 등의 식품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식품 안전 확보와 안전성 입증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합니다.



❑ Notified body in European Union. Identification No. 1128

❑ CE MARKING - 유럽 연합(EU)의 안전성 및 적합성 통합 규격 인증

▪ MEDICAL DEVICE/MDD/MDR(유럽)

▪ Simple Pressure Vessel(단순압력용기)

▪ Pressure Equipment(압력용기)

▪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수송용 압력용기)

▪ LVD(저전압기기)

▪ EMC(전자파 적합성)

▪ Lifts&Safety Components for Lifts(승강기)

▪ Machinery(기계류)

▪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건축자재)

▪ On the interoperability of the rail system(철도)

▪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recast)(폭발물 보호장비 시스템)

CE 인증 분야

CE MARK

안전•건강•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의 유럽 통합 규격 인증, CE MARK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입니다.



코렉스컨설팅 사업 부문 안내
[인증 컨설팅 부문]

제품•기술마크인증

KS인증/성능 인증/조달청 우수제품/단체표준/SQ인증/환경표지/KC마크/Q마크/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NeT(신기술)/NeP(신제품)/GR/GD/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
즈/기업부설연구소/HACCP/싱글 PPM

해외규격인증

CE(유럽)/UL(미국)/NRTL/JIS/CCC(중국)/HALAL/RoHs(유럽)/GOST/FDA

E-MARK/ASME/CSA/FCC/NSF/CQC/VDE

기타 인증 분야

VEGAN NMPA•CPNPFDA

▪ 비건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주목 받는 VEGAN 인증
▪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인, 높은 신뢰도의 FDA 인증
▪ 국내 화장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NMPA•CPNP 인증



안정적인 해외 수출, 
신뢰도 높은 인증과 함께!
코렉스인증그룹은 시스템, 제품 인증분야의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GLOBAL 인증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에 EUROCERT KOREA를 설립하여 인증서비스업
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렉스인증그룹은 시스템 인증분야의 ISO9001, ISO14001, ISO45001, ISO22000, FSSC22000, 
ISO22716, ISO20000, ISO22301, HACCP, ISO27001, ISO50001 및 제품인증분야인
CE Marking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UROCERT VISION] 우리의 비전은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 능력과 윤리의 원칙을 보장하며 고객, 직
원 및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여 글로벌 인증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것입니다.

[EUROCERT STRATEGY] 우리의 전략은 신규 고객에게 신뢰성 높은 국제기구의 인증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이 자신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만족의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차원 높은 품질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렉스 인증그룹(주)/ EUROCET KOREA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706호
MAIL) eurocert@eurocert.kr TEL) 02-783-9581 FAX) 02-783-4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