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철도 산업 표준 (IRIS)

국제 철도 산업 표준 (IRIS) 인증 : 철도 관련 품질 프로세스를 관리 , 까다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수익 증대 .
철도 산업 공급망의 모든 조직과 관련.
철도 산업에서 활동하는 회사는 매우 엄격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RIS (International Railway Industry Standard)는 귀
사가 시스템 구성 부품을 제작하거나 철도 차량 운영자, 혹은 운영 업체 또는 인프라 회사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
도록 지원합니다.
IRIS는 철도 산업과 관련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여 귀사의 프로세스가 업계에 맞게 맞춤화
되고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IRIS는 UNIFE (European Railway Industries Association)에 의해 장려되고 운영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 및 장비 제조업체가 지원하
여 철도 분야 공급망의 모든 조직과 연관됩니다.
알아야 될 점
IRIS는 귀사를 포함하여 철도 부문 공급망의 모든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ISO 9001을 기반으로 철도 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정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표준은 여러 비즈니스 경영 시스템의 감사를 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 우주 및 자동차 산업에서 유사한 품질 표준을 모델
로 합니다.
Kiwa 인증 취득
경쟁에서의 압박이 커지면서 철도는 국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즉시 가동 가능한" 운송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IRIS
는 이러한 요청의 표준을 제시하므로 인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Kiwa와의 제휴를 통해 IRIS를 최대한 활용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성과를 향상 시키며, 가장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고 비즈니스를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IRIS 인증
IRIS 인증서는 Alstom Transport, AnsaldoBreda, Siemens Transportation Systems 및 Bombardier Transportation 네 창시업체의 개별
경영 시스템 평가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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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수익 증대 -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IRIS 인증은 귀사의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개선 - IRIS를 사용하면 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영역을 식별하여 철도 산업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 프로세스를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IRIS는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 충족 - IRIS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으므로 타이트한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습
니다.
품질에 대한 의지 - IRIS 인증은 고객, 파트너 및 직원에게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쟁력 향상 - UNIF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된 IRIS 인증을 통해 귀사가 부각되고 국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됩니다.
위험 확인 - IRIS는 구조화 된 방식으로 주요 비즈니스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증 간소화 - 장비 관리자는 IRIS 및 ISO 9001 인증을 함께 신청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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