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QA registered clients are authorized and encouraged to use the NQA certification marks 
to promote their achievement. Organizations can only use the logo in reference to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contained within their scope of certification.                           
NQA등록 고객은 고객의 인증취득을 홍보하기 위해 NQA 인증마크를 사용수 있습니다. 조직은 조
직의 인증범위 내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만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marks can be used widely, but please note that there are regulations to their use, specifically to the marks 
which carry the accreditation (i.e. UKAS & ANAB) logo.                                                                                                               
마크는 폭넓게 사용될 수 있으나 마크 사용에 대한, 특별히 UKAS 및 ANAB 등의 인정기관 로고를 포함한 마크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leaflet will show how and where the marks can be used.                                                                                                    
이 인쇄물은 마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USING YOUR NQA  CERTIFICATION 
MARKS
NQA 인증마크 사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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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CERTIFICATION MARKS WITHOUT ACCREDITATION LOGO                                            
인정로고가 없는 인증마크의 사용                                                                                

The NQA certification mark comprises the NQA logo, the name of the standard and the type of management 
system certified, here are some examples:                                                                                                                               

NQA인증마크는 NQA로고, 인증된 규격명과 경영시스템 유형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Where to use the mark:
마크사용이 가능한 곳
• Websites, Stationery & Vehicles
• Stickers & Signs
• Promotional Goods & Advertising
• Boundaries & Corporate Clothing

웹사이트, 문구류 및 차량, 창문스티커 및 
표지판, 홍보용 상품 및 광고, 조직 현장 내, 
회사 단체복, 

Where not to use the mark:
마크사용이 불가한 곳
• Product Packaging
• Calibration Certificates
• Inspection Certificates
• Product Conformity Statements
• Products

제품포장, 검교정 인증서, 검사 인증서, 
제품적합성보고서, 제품 

Vehicles✔ Websites✔

Certificates✘ Secondary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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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CERTIFICATION MARKS WITH ACCREDITATION LOGO
인정로고가 있는 인증마크의 사용

The NQA certification mark that incorporates the accreditation logo is strictly controlled by 
accreditation body regulations of use. Here are some examples:

인정로고가 포함된 NQA 인증마크는 인정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Where to use the mark:
마크사용이 가능한 곳
• Stationery
• Advertising
• Signs
• Corporate Literature
• Websites
문구류, 광고, 표지판, 기업인쇄물, 웹사이트 

Where not to use the mark:
마크사용이 불가한 곳
• Products & Product Packaging
• Calibration Certificates
• Inspection Certificates
• Product Conformity Statements
• Vehicles
• Buildings and flags

제품 및 제품포장, 검교정 인증서, 검사 인증
서, 제품적합성보고서, 차량, 빌딩 및 깃발

Letterheads✔ Websites✔

Certificates✘ Vehicles✘

www.nqa.com

All logos can be downloaded from our website: https://
www.nqa.com/ko-kr/clients/logos (Please note this is the 
only definitive source for NQA logos to be downloaded, 
downloading from Google may result in an out of date logo 
being used)
모든 로고는 웹사이트(https://www.nqa.com/ko-kr/clients/
logos)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당사 웹사이트에 다운로
드 되는 로고만이 NQA의 진짜 로고이며, 구글에서 다운로
드 하는 로고는 구버전 입니다.)
https://www.nqa.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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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CERTIFICATION MARKS인증마크의 사용

We strongly encourage our clients to provide a link to our website. This encourages greater visibility of the standards and 
enables your clients to find out more about how certification is beneficial to your business and in turn to their business.        
당원은 귀사가 당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당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인증규격에 대해 
더 큰 비전을 제시하며, 귀사의 고객사들로 하여금 인증이 귀사의 비즈니스 및 이로 인해 고객사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도
움이 되는지 알게 합니다.

 When referencing our website, please link to a specific page that you want users to visit. For example if you have ISO 9001 
certification link the ISO 9001 logo back to this page  https://www.nqa.com/ko-kr/clients/logos 
당원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귀사가 방문하길 원하는 특정 페이지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ISO 
9001 인증을 받고 있는 경우엔 ISO 9001 로고가 있는 페이지인 https://www.nqa.com/ko-kr/clients/logos 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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