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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심사 준비 

로이드인증원의 원격심사는 현장 방문 없이 귀사가 원하는 조건 하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IT 기술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원격심사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원격심사는 심사원이 

귀사의 사업장이나 현장에 물리적으로 방문할 수 없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1.1. 원격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양한 인증 심사 및 2자 심사의 일부 또는 전체 과정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심사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방문심사 또는 원격심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에 문의하시면 원격심사 가능여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원격심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로이드인증원의 원격심사는 다양한 부문과 산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원격심사 기술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농장, 생산지, 창고, 리테일 및 식당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로이드인증원 원격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귀사의 현장 업무 성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 장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인원의 사업장 방문으로 인한 안전 우려사항이 없습니다. 

•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당일 현장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 출장을 배제하여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게 해 줍니다.   

 

2. 기술 

LR 원격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원격심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귀사와 로이드인증원의 심사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로 연결하시려면 v4.4 (Jelly Bean) 이상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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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Apple) 

IOS 로 연결하시려면 iOS v10 이상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iOS 10 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기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여 심사원에게 현장을 안내하고, 프로세스와 작업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사원은 오디오 또는 실시간 ‘하이라이팅’ 시스템을 통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제한적인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합니다.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와 마이크 기능만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원격심사를 기존의 클라이언트 포털과 

연결하여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원격심사를 위한 팁:  

• 심사일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 기기의 배터리를 미리 완충합니다.  

• 가능하다면 보조배터리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백업 휴대폰 또는 모바일 기기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일 전에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인터넷 연결과 관한 내용을 로이드인증원 

심사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 

3.1. 심사 전 프로세스 

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심사 전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비디오링크 

또는 이메일을 통한 관련 방침, 경영시스템, 문서 기록과 절차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로이드인증원 

담당자가 표준 별 예상 일정을 안내해드리면, 귀사는 원격심사 전 프로세스 일정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간편히 하기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검토 및 제출 준비를 사전에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장 계획의 제출도 권장합니다.  

3.2. 심사일 

심사는 표준이나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는 방문심사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영역을 심사하게 되며, 따라서 일반적인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담당자는 심사원이 사업장의 모든 관련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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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회의에서 종료회의까지 귀사에서 배정한 담당자는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진도 참여해야 

합니다. 종료회의가 끝나면 심사는 마무리되며, 시정조치와 인증서 발급을 위한 표준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단계 

아래의 표는 원격심사 단계입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원격심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원격심사 날짜 

확정 

 

로이드인증원 

담당자를 통해 

심사 전 

프로세스의 

준비사항 이해 

 

심사 전 

프로세스 시행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심사 준비 

 

기기를 통해 

로이드인증원 

심사원과 연결 

및 원격심사 

진행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 후 

활동 및 인증 



 

Lloyd’s Register is a trading name of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For further details please see www.lr.org/entities  
©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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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kenhill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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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7 7ES 

About Lloyd’s Register 

 
 

 

Lloyd’s Register는 1760년 해양선급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엔지니어링 및 기술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전 세계 120 개국 이상의 

고객을 위해 중요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출하는 

이익은 과학 및 공학 관련 연구, 교육 및 공익 사업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인 Lloyd's Register Foundation의 

기금 조성에 활용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의 목표인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world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고객이 

성공하기 위해 기술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파트너, 바로 Lloyd’s Register의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는 신기술을 적용하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Lloyd’s Register는 26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에게 스마트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  

바로 Lloyd’s Register 의 전문성과  

260년 이상의 경험입니다. 
  

 

문의하기 

로이드인증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층 (우) 07327 

 
T  02 736 6231 

E  korea-marketing@lr.org 
W www.lr.org/kr 
B  blog.naver.com/lrqa_korea 

mailto:korea-marketing@lr.org
mailto:korea-marketing@lr.org
http://www.lr.or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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