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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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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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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프레임 경량화 기종 확충
"오토레이터[라이트 프레임](대형) 저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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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쿠쇼 "환경배려제품" 레포트
호쿠쇼는 환경배려 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착실하게 구체화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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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사양) 고안 및 표준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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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물품 반송 창조

 250-2014-5

수직반송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1997년 6월, 수직반송 시스템

(수직연속반송기, 수직왕복반송기)에서 

품질경영 시스템의 국제규격 ISO9001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제품 설계·제조·

설치  및  유지  보수  서비스가  적용  

범위입니다. 적정한 품질 유지 및 안전성·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노력으로 1999년 7

월, 환경경영 시스템의 국제규격 ISO14001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사업활동 및 제품·

서비스가 초래하는 환경부하를 정확하게 

파악해,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염방지·폐기물 

감소는 물론, 자원 절감·에너지 절감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노동 안전 위생 향상에의 노력으로 2009년 

7월, 노동 안전 위생경영 시스템의 국제규격 

OHSAS18001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제품 

설계·제조·설치 및 유지 보수 서비스라는 

모든 단계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 재해 

박멸을 비롯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ISO9001 인증취득 ISO14001 인증취득 ISO18001 인증취득

古紙配合率25%再生紙を使用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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