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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서 

 

 

마크의 사용 

LRQA 인증마크는 회사의 문구류, 공공 

인쇄물, 회사건물, 깃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는 식별이 가능한 

단색 및 크기로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쇄물용으로 CMYK, 스크린용으로 RGB 

형태로 밝거나 어두운 버전의 마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RQA 인증마크를 회사의 차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좀 더 큰 

사이즈의 인증마크를 밝거나 어두운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크의 변경 

LRQA 인증마크가 변경된 경우, LRQA 

사무소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인증마크로의 변경은 귀사에게 가장 

편리한 시기에 실시하며, 차기 

재인증심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구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귀사의 가까운 LRQA 사무소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인증 마크 변경에 대해 지원을 

해 드립니다. 

 

LRQA 인증마크 사용의 예: 

 

 

마크의 오용 

LRQA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증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LRQA 

인증마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LRQA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증마크는 귀사의 경영시스템의 인증에 

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RQA 인증마크는 시험보고서, 

교정보고서, 인증서 또는 적합성 

인증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에 명기된 인증범위 이외의 분야 

및 장소가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증문구 

인증 문구는 제품 포장 (제품에서 

제거되거나, 뜯어질 수 있는) 또는 첨부된 

정보(분리되어 가용하거나, 제거될 수 

있는)에 귀사의 경영시스템이 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 또는 명판은 제품의 일부분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구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 식별 (예. 브랜드 또는 이름) 

LRQA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 

홍보 안내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

터의 인증을 축하드립니다. 

인증을 취득한 고객으로서 LRQA 

인증마크를 귀사의 고객, 잠재고객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귀사의 인증 

취득을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고객정보서는 인증마크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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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시스템의 유형 및 적용 가능한 

표준 

• 인증기관인 LRQA. 

 

LRQA 인증마크 및 인증 문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은 계약 의무 사항입니다. 

LRQA는 사후관리심사 및 

재인증심사에서 마크의 올바른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마크의 오용 및 인증철회 

인증마크 또는 문구의 오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LRQA는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LRQA 인증서가 철회된 후에는 인증마크 

및/또는 인증문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증마크가 표시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마크 및 /또는 인증문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LRQA에 의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Get in touch 
Visit www.lrqa.com/uk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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