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ideline for usage and promotion of

certificate • certification mark  인증서 ·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

The company or organization (as known as ‘certified organization’) that has been certified to management system

from KFQ (hereinafter referred to as ‘KFQ’) is permitted to promote the fact of obtaining certification and use

certification mark. Detail information is the following and certified organization must comply with it. If certified

organization doesn’t comply with it, it can cause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certification. Also the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 belongs to the certified organization.
한국품질재단(이하 ‘품질재단’이라 한다)로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기관(이하 ‘인증등록조직’라 한다)은 인증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

증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요령과 같으며 인증등록조직은 이를 준

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아래 요령 준수의 책임은 인증등록조직에 있습니다.

The guideline of usage and promotion of certificate‧Certification mark can be changed according to law associated

with certification scheme, international standard, Accreditation Body’s standard and the procedure of KFQ within

effective period of certification, and the change also shall be complied with. The change shall be notified through

KFQ’s publication and electronic media, and the latest information can be searched on KFQ’s website

(http://www.kfq.or.kr).
본 ‘인증서‧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의 내용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인증제도 관련 법률, 국제기준 및 인정기관 기준 및 품질재단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서면, 품질재단 발행 간행물 및 전자매체 등으로 공지하며 최신내용은 품질

재단 Home Page (http://www.kfq.or.kr)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Ⅰ. General – promotion for certification of certified organization  인증등록조직의 인증홍보에 대한 일반사항

Certified organization can promote its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by using certificate and certification mark and

by other method, only limited to certified scope (site, standard, product and activity). The promotion is permitted

within effective period from the issue date of certificate. If the effect of certification is suspended or canceled,

the certified organization should stop promoting certification and using certificate and certification mark. Also,

certified organization shall amend all advertising matter when the scope of certification is reduced (it does not

imply that the certification applies to activities and sites that are outside the scope of certification).
인증등록 조직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인증획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받은 해당범위   (사업장, 규격, 제품 및 활동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증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사용 및 인증마크 등의  사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경영체제에 대하여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

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아야 함).

(1)

According to Claus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about fairness regulation of mark and advertisement, the

certified organization shall not advertise its certification by using absolutely exclusive expression like ‘World

first acquisition of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 ISO 9001 certification in OO part’ without objectively

recognized proof. The certified organization shall comply with guideline on mark and advertisement such as

award and ertification.
인증등록 조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규정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인증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수상 · 인증 등의 표

시 · 광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3)
Accreditation mark and certification mark on product shall not be promoted to cause misunderstanding that it is

product certification. The promotion wordings for management system shall not be described as if KFQ certified

products (including service) or process. The certified organization shall not use certification mark,  the name of

certification body, certification standard and certification No. on products, and it shall not be confusing as if

KFQ certifies products.
인정마크 및 인증마크가 제품에 사용되어 제품인증인 것으로 오해되도록 홍보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영시스템에 대한 홍보 문구를 품질재단이

제품(서비스 포함) 혹은 프로세스를 인증하였다는 의미로 기술하여서는 안됩니다. 인증등록조직은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품질재단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mark can’t be used.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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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ceptable
허용됨 *5

*3

Usage

of mark
마크의

사용 *3

*5 acceptable
허용됨 *5

It is applied to mark with special form including general explanation of applicability. Therefore statement with

vocabulary can’t represent mark. Those words should be accurate and can’t cause misunderstanding.
이는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마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휘로 이루어진 진술은 마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구는 정확하여야 하며,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It refers to clear statement that (brand or name) has been certified by KFQ about (management system

standard). In this case, the identification (ex: brand or name) of the certified client, the type of management

system and KFQ name shall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이는 “(브랜드 또는 회사명)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해당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지칭합니다. 이 경우, 조직

명 (예: 브랜드 또는 회사 명), 경영시스템 유형 및 한국품질재단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In case of using mark, it can’t be used in promotion causing misunderstanding as if conformity of product

such as sample statement regarding conformity of other product is certified. such as sample statement

regarding conformity of other product is certified.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와 같은 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홍보물에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2.

(5) Uncertain expression such as ‘Certified from ISO’, ‘ISO certifies’, ‘ISO certification’, ‘ISO certificate’, ‘ISO

registration’ can’t be used.
 ‘ISO로부터 인증받은’, ‘ISO가 인증한’, ‘ISO 인증’, ‘ISO 인증서’, ‘ISO 등록’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Tangible product itself or product in individual packing container. In case of test/analysis activity, report for

test/analysis can be a product.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 용기 등에 들어있는 제품. 시험/분석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1.

Promotion of certification, certification mark, accreditation mark and certification mark can be used, only  limited

to type of certification that organization obtained. That is, certified organization can promote certification and

use certification mark, accreditation mark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only limited to the  part that is

authorized to the certified organization.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마크 및 인정기관의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등록의 종류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

다. 즉, 인증등록조직에게 권한이 부여된 해당 부분에 한하여만 인증을 홍보하고 인증마크,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ollowing Chart is an example of guideline for usage of certification mark, accreditation mark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indicating what product is manufactured under certified management system.
아래 표는 어떤 제품이 인증된 경영체제하에서 제조됨을 표시하는 인증마크,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참고용으로 표

현한 것입니다.

(7) The certified organization shall not use its certification in such a manner that would bring KFQ and/or

certification system into disrepuite and lose public trust.
품질재단 및/또는 인증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Pamphlet for promotion
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

*2 Large size of box used

for product transportation
제품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박스 등 *2

Unacceptable
허용안됨

 

*1 Product
제품 *1

       Object of mark usage

                       마크사용 대상

How to mark
마크사용시 표기방법

No explanation
설명이 없는 경우

*4 Explanation
설명이 있는 경우 *4

As external packing that is made by paper board, it can be regarded as not delivered to end user.
이는 판지 등으로 만들어진 외부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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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copied certificate is possible. When using it, mark for copied one is needed.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2)

(3)

IQNet certificate is a certificate issued by KFQ, as a member of IQNet, on behalf of IQNet.   IQNet

certificate is issued by multilateral MLA contract between IQNet members based on mutual trust.
IQNet 인증서는 품질재단이 IQNet 회원기관으로서 IQNet을 대신하여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IQNet 인증서는 IQNet 회원간의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 체결에 의하여 IQNet 회원간의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2)

When KFQ certificate is issued, changed and withdrew, IQNet certificate is identically issued, changed and

withdrew.

IQNet 인증서는 품질재단의 인증서가 발행, 변경 및 회수되는 경우 동일하게 발행, 변경 및 회수됩니다.

3)

Responsibility of issuance of IQNet certificates belongs to KFQ.
IQNet 인증서 발행의 책임은 IQNet 인증서를 발행한 품질재단에 있습니다.

4)

1. Type of certification mark    인증마크의 종류

Certification mark indicates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refer to

picture 1, 2, 3, 5, 6), IQNet certificate mark (refer to picture 7) and KFQ certificate mark (refer to picture 8).

Certification marks can be used from the date issued certificate to expiration date within scope of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using each certification mark are below. Certification mark, accreditation mark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shall be used only for kind of certification that certified organization obtained.(•Standard of

certification and type of requirement: ISO 9001, TL 9000, ISO 14001, ISO 22000, ISO/IEC 20000-1, ISO/IEC

27001, green management system, ISO 50001 etc / • type of accreditation body : KAB (Korea Accreditation

Body) registration, KAB accreditation registration green management system (use accreditation scheme mark),

TL 9000 certification registration, FSSC certificaion registration etc/ •other type of registration :IQNet

registration)

Information on IQNet Certificate   IQNet 인증서 관련 사항

IQNet certificate can be issued to companies that have been already certified ISO 9001 / ISO 14001 / K-

OHSMS 18001 / ISO 22000 / FSSC 22000 / ISO/IEC 20000-1 / ISO/IEC 27001 / ISO 50001 / ISO 22301

by KFQ.
IQNet 인증서는 당 품질재단의 ISO 9001 / ISO 14001 / K-OHSMS 18001 / ISO 22000 / FSSC 22000 / ISO/IEC 20000-1 / ISO/IEC

27001 / ISO 50001 / ISO 22301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1)

인증마크는 인정기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그림 1, 2, 3, 5, 6 참조), IQNet 인증마크(그림 7 참조), KFQ인증마크(그림8 참조)를 말하며 인

증마크는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인증서 유효기간 동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사용방법은 하기의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인증마크,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는 인증등록조직이 획득한 인증등록의 종류(• 인증등록 규격 및 요구사항의 종류 : ISO 9001, TL

9000, ISO 14001, ISO 22000, ISO/IEC 20000-1, ISO/IEC 27001, 녹색경영체체, ISO 50001 등 / · 인증등록 인정기관의 종류 : KAB(한국인정

기관)인증등록, KAB인정등록 녹색경영체체(인정제도마크 사용), TL 9000인증등록, FSSC 등록조직 등 / · 기타 등록 종류 : IQNet 인증등록)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If KFQ lose a membership of IQNet, IQNet certificate will be withdrew within 30 days.
IQNet 인증서는 품질재단이 IQNet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0일 이내에 회수합니다.

5)

Ⅲ. Guideline: how to use certificate mark    인증마크 사용요령

Footnote above, might be invalid depending on usage condition of specific certification mark, accreditation mark

or certification scheme mark.
상기의 주석은 특정한 인증마크,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의 사용 조건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Ⅱ. Guideline: how to use certificate    인증서 사용요령

Certificate must be used within scope of certification and by certified organization.
인증서는 인증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인증 등록된 조직에 의하여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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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llowed to use accreditation mark of APMG in case that information service management

certification (ISO/IEC 20000-1) is registered to APMG (ISO/IEC 20000-1 registration body).
APMG(ISO/IEC 20000-1 등록기관)에 정보 서비스관리인증(ISO/IEC 20000-1)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림 6>의 APMG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3) In case that certified organization is registered to IATF 16949, it is not permitted to use IATF logo as

picture 3 in any way. However, it is allowed to utilize IATF certificate itself for promotion.

IATF 16949 인증등록이 된 경우에는 인증조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IATF 로고 <그림 3>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IATF 인증서 자체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ven though IAF mark <Picture 4> is represented on issued certificate, certified organization is not

allowed to use IAF MLA mark <Picture 4> in any way. However, it is allowed to advertise the

certificate itself for promotion.
IAF마크(그림 4)가 발급받은 인증서에 표시된 경우라도 인증조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IAF MLA마크  <그림 4>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인증서 자체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2. Guideline: how to use accreditation body mark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인정기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의 사용요령

Certified organization shall not use solely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that they already

registered certification,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Certified organization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for each accreditation body.
인증등록 조직은 해당 조직의 인증이 등록된 인정기관의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만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인정기관별로 다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If an certification of organization is registered to KAB (Korea Accreditation Body), it is allowed to use

KAB accreditation mark. Picture 1 shows accreditation mark of KAB.
KAB(한국 인정기관 : 한국인정지원센터)에 인증이 등록된 경우에는 KAB의 인정기관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AB의 인정

마크는 <그림 1>입니다.

1)

In case of certification of green management system that is registered to KAB (Korea Accreditation

Body), it is allowed to use accreditation mark. Picture 2 shows accreditation mark of green

management system.
KAB(한국 인정기관 : 한국인정지원센터)에 인증이 등록된 녹색경영체체 인증의 경우에는 인정제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

색경영체체 인정제도마크는 <그림 2>입니다.

2)

The size and location of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can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target object and condition of target location. The size of mark must

be indicated at least more than 15mm of size by same ratio of zoom in/out.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shall not be indicated bigger than

KFQ certification mark. It is not allowed to use solely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or to use them apart from KFQ certification mark. Please refer to the chart 1.
인정기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의 크기와 위치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

소 또는 확대하여 최소 15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인정기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는 KFQ인증마크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할 수 없으며 인정기관인정마크및 인증제도마크만을 사용하거나 KFQ 인증마크와 분리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 방법의 예

는 <표 1>과 같습니다.

(2)

It is allowed to use TL 9000 logo <picture 5> only in case that TL 9000 is registered.
TL 9000이 등록된 경우에만 TL 9000 로고 <그림 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1)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shall be used only for relevant

accreditation mark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according to accreditation body’s type and certification

standard that organization registered (granted certified organization authority for usages).
인정기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는 인증등록조직이 등록한(인증등록조직에게 사용의 권한이 부여된) 인정기관의 종류 및 인증규격

에 따라 해당 인정기관의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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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t is allowed to use FSSC Logo in case that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FSSC 22000) is

registered to FSSC.
FSSC에 식품안전시스템인증 (FSSC 22000)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림 7>의 FSSC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IQNet certification mark <picture 8> can only use if IQNet certificate is issued.
<그림 8>의 IQNet 인증마크는 IQNet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만 사용 가능합니다.

(1)

IQNet certification mark and KFQ certification mark may not be used in separated. If IQNet certification

mark and KFQ certification mark are used together, the line between the two marks may be removed, as

long as the proper distance is observed. There is example on <chart 2>.
IQNet 인증마크는 KFQ 인증마크와 분리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KFQ 인증마크와 IQNet 인증마크를 함께 사용할 경우, 적당한 수

준의 간격이 준수될 경우 두 마크 사이의 실선은 제거 가능합니다. 그 방법의 예는 < 표2 >와 같습니다.

(2)

KFQ certification mark can be used in standard that was already certified. If registration of certification

standard is multiple, it is possible to use certification mark with combination.
KFQ 인증마크는 인증 획득한 규격별로 구분된 인증마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증등록규격이 복수인 경우 이들의 조합하여 표기된 인

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복수의 규격이 조합된 KFQ인증마크가 필요한 경우 품질재단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3)

Other usage of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needs to comply the usage information.
그 밖의 사용에 대한 요령은 인정기관 인정마크의 사용요령에 준하여야 합니다.

(5)

Certific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may use certain color. Also if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lor, you

may put black or gold color on background or use certain individual color of indicated print.
인정기관 인증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는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검정 또

는 금색으로 사용 하거나 표시된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으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4)

It is allowed to publish for company sales and client and to use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on

general document, upper side of letter, invoice, business card and brochure. Therefore the company can

advertise themselves such as ‘company got KS A/ISO 9001(or ISO 14001) certification by KFQ’.
회사의 판매나 고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경우에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명함, 브로셔 등에 인정기관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한

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KS A/ISO 9001(또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업체’ 라는 방식으로 인증 내용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5)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and certification mark may not used on following examples:

Product, label on product, primary packaging, samples, product specification and etc. Also certification

body or accreditation body can’t express method how they certified or approved product of certification

company, process and service.
인정기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는 제품자체, 제품의 상표, 주포장 (Primary Packaging), 거래용 견본품, 제품시방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인증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인증기업의 제품, 공정이나 서비스를 인증하거나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

(7)

IQNet certification mark can be used after ISO 9001 / ISO 14001 / K-OHSMS 18001 / ISO 22000 / FSSC

22000 / ISO/IEC 20000-1 / ISO/IEC 27001 / ISO 50001 / ISO 22301 are certified.
IQNet 인증마크는 ISO 9001 / ISO 14001 / K-OHSMS 18001 / ISO 22000 / FSSC 22000 / ISO/IEC 20000-1 / ISO/IEC 27001 / ISO

50001 / ISO 22301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uch as name of organization, certificates No. if certified organization use

accreditation mark of accreditation body and certification scheme mark.
인정기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증등록조직을 식별(조직명, 인증서번호 등)  할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How to use KFQ certification mark and IQNet certification mark   KFQ 인증마크 및 IQNet 인증마크 사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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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Q경영체제별 KAB인정등록번호 < 그림1. 하단 삽입내용 >

  품질경영체제 (ISO 9001) + TL 9000 KAB- QC-01

환경경영체제 (ISO 14001) KAB- EC-01

녹색경영체제 (GMS) KAB- GC-01

안전보건경영체제 (K-OHSMS 18001) KAB- OC-01

식품안전경영체제 (ISO 22000) KAB- FC-01

FSSC 22000 (FSSC 22000) KAB- FS-02

에너지경영체제 (ISO 50001) KAB- EN-02

정보보안경영체제 (ISO 27001) KAB- IC-04

비지니스연속성경영체제 (ISO 22301) KAB- BC-02

< Chart 1 표 1 >

< Chart 2 표 2 >

KAB-QC-01

KFQ 

Certificaton 

Mark

KFQ

Accreditation 

mark 

인정기관

인증마크

KFQ Certificaton 
Mark

KFQ

인증마크

Accreditation 

mark 

인정기관

KFQ Certificaton 
Mark

KFQ

인증마크

KFQ Certificaton 
Mark
KFQ

인증마크

IQNet

Certificaton 

mark 

IQNet인증마크

IQNet

Certificaton 

mark 

IQNet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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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QC-01

< END 이상 >

< Pictue 8 그림 8 >

KFQ Certification Mark

(example : ISO 9001 certificaton)

KFQ 인증마크(ISO 9001 인증의 예)

< Pictue 7 그림 7 >

KAB accreditation mark

(example : ISO 9001 accreditation)

KAB 인정기관 인정마크

(ISO 9001 인정의 예)

< Pictue 3 그림 3 >

※ <Picture 9> is an example of ISO 9001 certification. Certification mark varies according to standard. Please

visit KFQ website or call us directly if you need KFQ ISO 9001 certification mark or KFQ certification mark for

other standards.
< 그림 9 >은 ISO 9001 을 인증받은 경우의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인증등록된 규격의 종류에 따라 인증마크가 상이합니다.  KFQ ISO 9001 인

증마크 및 다른 규격에 대한 KFQ 인증마크는 당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당 재단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IQNet Certification Mark

IQNet 인증마크

FSSC 22000 Logo

FSSC 22000 로고

< Pictue 9 그림 9 >

IAF MLA Mark (unavailable to use by

certified organization)

IAF MLA 마크 (인증등록조직에서

사용 불가)

APMG Accreditation Mark

(Available to use by certified

organization to ISO/IEC 20000)

APMG 인정마크

(ISO/IEC 20000인증등록

조직에서 사용가능)

KAB GMS accreditation mark

KAB 녹색경영체체 인정제도마크

TL 9000 Logo(Available to use by TL

9000 certified organization )

TL 9000로고(TL 9000인증등록 조직에서

사용가능)

< Pictue 4 그림 4 >

IATF Logo

(unavailable to use by certified

organization)

IATF 로고

(인증등록조직에서 사용 불가)

< Pictue 2 그림 2 >

< Pictue 5 그림 5 > < Pictue 6 그림 6 >

< Pictue 1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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