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CB를
선택하는
이유

customer@pecb.com | www.pecb.com



PECB는 다양한 국제표준에 따라 개인, 경영시스템, 제품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에 교육, 평가, 심사,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PECB는 
정보보안, 연속성, 회복력 및 복구, 거버넌스,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품질관리, IT 
거버넌스 및 서비스관리, 보건, 안전,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PECB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교육, 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페셔널 및 기관이 국제표준을 준수하며 국제표준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PECB의 미션은 신뢰를 강화하고,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고, 
명성을 증명하고,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PECB 
소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지식과 경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해당되는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PECB(Professional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Board)와 함께 
커리어를 발전시키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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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B는 ISO/IEC 17024(적합성 평가 - 개인인증기관을 위한 일반요건), ISO/IEC 17021(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기관을 위한 일반요건), ISO/IEC 17065(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인증기관을 위한 요건)에 따라IAS(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의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인정 획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을 보유하지 않은 인증기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AS 인정을 획득한 
PECB 



전 세계적 인지도

PECB는 총판, 파트너, 강사, 심사원, 평가원, 프로페셔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PECB 인증 보유기관 및 개인들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친 IAS 인정 PECB 인증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서를 취득해보세요.

어디서든 인정받는 PECB 인증

PECB 인증은 어디서든 인정 받습니다. 기관 및 개인은 PECB 
인증서 취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탁월함을 
위한 의지, 내부 운영개선 및 고객 신뢰구축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저의 인증갱신 비용
 
PECB는 고객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매년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 갱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ECB는 정확성, 신뢰성, 실용성을 갖춘 최고 품질의 교재를 
제공합니다.

PECB는 언제나 고객이 우수관행을 기반으로 프로페셔널한 역량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교재를 직접 설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재를 
통해 각 기관은 교육의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 최고의 
교재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스스로 어떤 일을 한다고 
설명하는지, 제3자가 볼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관을 평가합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훌륭한 평판을 쌓아온 PECB 인증은 PECB만의 경쟁력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PECB 인증을 획득한 기관 및 개인들은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며 세계 곳곳의 주요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명성, 인지도, 
증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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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서 
PECB를 팔로우하세요.

https://www.linkedin.com/company/pecb
https://www.facebook.com/PECBInternational
https://twitter.com/PECB
https://www.youtube.com/channel/UCQPfrnIUa7Q0oBRyT8l5eTg
https://www.instagram.com/pecb.of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