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 (프랑스선급협회)
1. 개요
▣ 정의

Bureau Veritas (뷰로베리타스)

▣ 개요

- 품목과 관련인증에 따라 강제 혹은 자율

Veritas www.bureauveritas.fr
▣ 관련기관 -- Bureau
BV Korea www.bureauveritas.co.kr
항공, 자동차, 건설, 소비자제품, 전기&전자, 식품, 산업설비, 조선 산업,
▣ 대상품목 - 유화,
발전, 가공&광산업, 운송&기간산업 분야
▣ 적용국가 - 국제적으로 통용
▣ 적용규격 - ISO, EN 등

▣ 기타

- BV는 REACH,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국제인증을 수행하며,
ISO 품질시스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
- 태양광 모듈 인증에 관해서 IEC가 공인한 인증기관 중 하나임.
- 통합인증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예를 들어 ISO9001규격을 바탕
으로 한 IRIS인증을 획득할 경우, ISO9001과 IRIS인증서 모두 획득
가능함.

2. 인증기관
BV 국제인증은 1828년 창립이래 윤리·사회적책임, 환경, 안전보건 및 품질과 관련하여
모든 산업제품과 경영시스템 인증, 적합성 심사와 검사, 교육과 컨설팅업무 전분야에서
첨단 종합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V(Bureau Veritas)그룹이 1988년에 설립한 독립
국제인증기관으로서 현재 4,800여 명의 심사원들이 전 세계 160개 국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V는 항공, 자동차, 건설, 소비자제품, 전기&전자, 식품, 산업설비, 조선 산업, 유화, 발전,
가공&광산업, 운송&기간산업 분야에 있어, 검사 및 심사부터 테스트와 분석, 인증, 교육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인증분야
가. 형식별인증: 제품인증 및 시스템 인증, 그린에너지 인증 등
- 제품인증: CE 마크, 전기전자 제품인증, GOST-R, 러시아 화재인증, 러시아 위생증명 등
- 시스템인증: 항공분야의 AS/EN/JISQ 9100, 동물사료 안전경영시스템(FAMI-QS) 인증,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시스템(HSPM)인증, IRIS 인증, ISO 9001, ISO/TS16949 등의
ISO 품질시스템 인증 등
- 그린에너지 인증: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국제인증
나. 산업분야별인증: 자동차산업, 선급, 항공우주산업, 정보보안⋅서비스산업. 의료기산업,
정보통신산업, 석유⋅가스산업, 물류운송보안산업, 식품산업, 산림⋅제지산업
4. 인증절차
일반적으로 신청 및 계약 후 심사(예비심사, 문서심사, 본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강평 후
필요시 시정조치, 최종 인증추진심의를 거친 후 인증서가 발급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이
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사후관리는 인증일로부터 6개월마다 3년간 실시되며, 인증의 유
효기간(일반적으로 3년)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5. Contact
가. Bureau Veritas
Rue John Hadley, BP 20431 59658 Villeneuve d'Ascq, France
- 홈페이지: www.bureauveritas.fr
- TEL: +33 1 42 91 52 91
나. Bureau Veritas Korea
- 홈페이지: www.bureauveritas.co.kr
(1)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3-1 삼성금융플라자 24층
- TEL: 051-640-2700
- FAX: 051-640-2708
(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102호
- TEL: 02-555-8922
- FAX: 02-555-8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