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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서 

 

 

 

 

 

인증마크는 한국인정지원센터(KAB) 

인정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귀사의 경영시스템이 인증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마크의 사용 

이 인증마크는 광고, 공공 인쇄물 및 

문구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범위를 벗어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데 인증마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10m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색상은 원래의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LRQA KAB 인정마크와 

LRQA 인증마크의 연계사용안내 

LRQA로부터의 인증을 

축하드립니다. 

귀사의 인증 취득을 홍보하는데 

돕기 위하여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방법과 용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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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의 오용 

회사건물, 깃발, 차량 또는 기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마크는 경영시스템의 인증에 

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재나 문서 라벨에 사용해서 

LRQA가 인증서를 포함,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증했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증범위 이외의 분야를 인증 받은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증서에 

명기된 장소에 국한합니다.  LRQA 

인증마크를 제외한 KAB 인정마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크의 올바른 사용은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마크의 오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LRQA는 사후심사 및 재인증 

심사에서 마크의 올바른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LRQA 인증서가 취소된 후에는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마크가 표시된 물품을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크의 변경 

마크가 변경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의문사항이 있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LRQA Korea (Tel. 02-736-6231 

LRQA 문의하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orea-marketing@lr.org 로도 

연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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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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