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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영인사 

LRQA Client Portal User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LRQA Client Portal은 귀사의 인증 정보를 직접 확인하

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심사 일정 확인, 부적합 사항 회신 및 고객지원실로의 문의 등 다양

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2. 주요 기능 

• 이전 심사, 차기 심사의 전체 일정 조회 및 확인 

• 인증서, 심사보고서 및 인증마크 다운로드 

• 심사 전 인증 정보 확인 

• 심사 발견사항의 현황 조회, 회신 및 추적 

• 심사 발견사항 및 심사일수를 포함한 인증 데이터에 대한 분석기능 추가   

• 고객지원실에 문의 및 현황 추적 

• 회사 정보 검토 

 

3. LRQA Client Portal 접속 방법 

LRQA Client Portal 접속 권한이 부여되면 Username을 포함한 Client Portal 접속 링크 안내 메일과 비밀

번호가 담겨져 있는 안내 메일이 별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모든 LRQA Client Portal메일은 LRclientportal@lr.org 로 발송되며 본 메일이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메

일박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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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웹페이지(https://lrqa.com/ko-kr/)를 통해서도 LRQA Client Portal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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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검색  

4.1. 로그인 페이지 

LRQA Client Portal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열립니다. 앞서 언

급된 것처럼 로그인 정보는 접속 권한이 부여되면 Username을 포함한 접속 링크 안내 메일과 비밀번호

가 담겨져 있는 별도의 안내메일을 받게 됩니다. 만일 안내메일을 찾기 어려우시면 스팸 혹은 정크메일함

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약관 동의 후 LRQA Client Portal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클릭하면 귀하의 LRQA Client Portal 비

밀번호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임

시 비밀번호가 발송되며 로그인 후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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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밀번호 정책 

Client Portal 처음 접속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비밀번호는 LRQA 보안 정책에 따라

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1개 이상의 대문자 

- 1개 이상의 소문자 

- 1개 이상의 숫자 

- 1개 이상의 문자 

 

4.3.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면 Client Portal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Client Portal Homepage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심사, 발견사항, 심사보고서, 인증서 및 요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b) 예정된 심사, 새로운 발견사항, 심사 보고서, 인증서 및 모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공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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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lient Portal에서 보여지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 사용자 정보와 회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 한 개 이상의 인증 사이트에 접근 권한이 있으면 다른 사이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f) 계약 또는 규격별로 이전, 현재, 차기 심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g) Client Portal 분석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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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뉴스 피드 탭에서 해당 지역의 최신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4.4. 심사 일정 

심사 일정 탭에서 이전 또는 차기 심사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소, 규격, 심사 진행 현황, 심사원 세

부정보가 표시됩니다.      

 

심사진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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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ed: 로이드인증원이 제안한 심사 날짜로 귀하의 확정 또는 변경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Confirmed: 심사가 확정되었으며 예정된 날짜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 Complete/Closed: 심사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Client Portal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귀하는 ‘세부정보 보기’ 아이콘을 통해 심사를 확정하거나 변경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확정 버튼 을 통해 다수의 심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문 날짜 제안’을 통해 대체 날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심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Notes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또는 사업장에 대

한Notes가 추가되며 notes가 없는 경우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4.4.1. 캘린더에 추가하기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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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ortal은 귀하의 Outlook Calendar에 차기 심사 날짜를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캘린더에 추

가를 클릭하면 다음 심사 날짜를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Outlook 미팅 초대장이 전송됩니다.  

 

 

4.4.2. 구매 발주서 관리 

귀하의 심사에 대한 구매 발주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심사 날짜가 확정되면 PO 넘버를 입력하

면 됩니다. 

만일, LRQA에서 귀하의 PO 넘버가 필요치 않다는 기록/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

니다. 

 

 

PO 넘버 제출을 클릭하면 심사에 대한 견적과 함께 다음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PO 넘버 입력을 통해 PO 넘버를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O 넘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심사에 대한 PO 넘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클릭하면 됩니다. 

- PO 취소 또는 나중에 입력을 클릭하면 창이 닫힙니다. 심사 14일 이전부터 PO 입력 요청 리마인더가 

매일 공지되며 입력이 완료되면 심사 탭 세부사항 보기에 표시됩니다. 

 

4.5. 심사 발견사항 

심사 발견사항 탭에서 심사 중에 발생한 모든 발견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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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신규(New), 해당 건은 지난 심사에서 발생한/제기된 새로운 발견사항입니다. 

- 미결(Open), 해당 건은 이전 심사에서 제기된 발견사항으로 진행중입니다.  

- 회신(Responded), 해당 건에 대한 고객의 응답이 제출되었습니다. 

- 100%해결(100% Resolved), 해당 건은 해결되었습니다. 

- 종료, 해당 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각각의 결과는 위의 상태 중 하나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차기 심사 이전에 발견사항에 대해 회신을 원하면, 관련 건에 대한 조회/회신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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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사항에 대한 전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여 회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응답사항은 차기 방문 심사 때 심사원의 검토를 거칩니다.  

 

 

4.6. 보고서 

심사 보고서는 보고서 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원이 보고서 업로드 후, 귀하는 언제든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클라이언트 포털 사용 가이드 

YOUR FUTURE. OUR FOCUS. 

For more information on LRQA visit www.lrqa.com/entities 

LRQA                                                                                                                                           13 

 

 

4.7. 인증서 

모든 유효한 LRQA 인증서는 인증서 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동일하게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7.1. 인증마크 

인증서 탭에서 인증 규격에 대한 인증마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파일 형태로 인증마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

습니다. 인증 받은 규격에 관련하여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

의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lient Information Notes에서 인증마크 사용방법을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Client Information Notes는 인증마크를 다

운받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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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인증 정보 검토 

최초 본 심사와 와 재인증 심사 확정할 시, 인증 정보 확인 요청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인증서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인증서 초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인증서 정보 확인 후, 인증서 정보 승인을 클릭하십시오. 

변경을 원하시면 인증서 정보 수정을 클릭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로이드인증

원의 검토를 받아야하며, 변경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정보 수정을 통해 기업명, 메인 및 그 외 사업장 주소, 인증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 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새 법인명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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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은 차기 심사 인증서 발행 이전에 고객지원실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4.8. LRQA문의하기 

LRQA 문의하기 탭에서 로이드인증원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심사 문의 

- 인증서 문의 

- 신규 계약/교육 문의 

- 인보이스 문의(송장 문의) 

- 일반 문의 

- 고객불만(피드백)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실로 보내진 후 가능한 빨리 회신 될 예정입니다. 

모든 회신은 Client Portal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LRQA에서 회신을 하면 메일을 통해 귀하에게 공지됩

니다. 

해결된 문의사항은 종료상태로 표시됩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다시 검토할 수 있으며 다른 사항을 문의

할 수 있습니다. 

 

4.9. 분석 기능 

최근 LRQA Client Portal에 추가된 부분은 분석 기능입니다. 분석 탭에서 발견사항 및 심사일수 등 귀하

의 인증 정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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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분석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인증 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 심사 요약 - 심사 정보를 차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 심사 세부정보 - 심사 개요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 발견사항 요약 - 발견사항을 차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 발견사항 세부정보 - 발견사항 개요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10. 회사 프로필 

귀사의 정보는 Client Portal 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사 정보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에서 사업장과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탭을 통해 귀사의 모든 사업장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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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탭에서는 Client Portal 이용 권한이 있는 귀사의 모든 사용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4.11. 사용자 정보 

마지막으로, LRQA Client Portal Admin을 통해 현재 사용자 정보와 알림 설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클라이언트 포털 사용 가이드 

YOUR FUTURE. OUR FOCUS. 

For more information on LRQA visit www.lrqa.com/entities 

LRQA                                                                                                                                           18 

 

 

 

만일 귀하의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LRQA 문의하기 탭에서 일반 문의를 통해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탭에서는 LRQA Client Portal의 알림과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RQA의 공지는Client Portal을 통해 송부되므로 귀하에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공지 알림을 해제하

시길 바랍니다.    

 

 

https://www.lrqa.com/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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