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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of DQS certification marks 

and explanation of the certificate content 

DQS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서 안내 

Guidelines for DQS certificate holders 

DQS 인증고객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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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your mark! DQS certificates as well as the copyrighted certification 

marks are the visible symbols of a successful certification – and enjoy an 

excellent reputation anywhere in the world. 

마크를 홍보하세요! DQS 인증서와 등록된 인증 마크는 성공적인 인증의 가시적 상징이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Communicate your success and show in the public that you have reliable, 

high-quality and customer-oriented processes. Use the extensive options 

to affix your certificate and the internationally protected DQS certificate 

symbols: on business papers, in flyers and brochures, in your online 

advertising, on vehicles, at exhibition stands, or on the Internet. 

성공을 홍보하고 신뢰할 수 있고 높은 품질의 고객 지향적인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다양한 옵션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와 DQS 인증 심볼을 

비즈니스 서류, 전단지 및 브로셔, 온라인 광고, 차량, 전시장 또는 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BUILD TRUST AND KEEP PROMISES  

신뢰를 구축하고 약속을 이행합니다 

 

We are delighted that you want to draw attention to your successful 
management system and DQS in your business and marketing 
documents. We have developed different certificate marks for this 
purpose. 

비즈니스 및 마케팅에 성공적인 경영시스템과 DQS 를 활용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증 마크를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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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DQS Marks 디큐에스 마크 사용법 

 

 

•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s requires valid certificates or other declarations of conformity issued by 

DQS. You may only use the DQS marks shown on your issued and valid certificate (cf. page 5). After 

the expiration of the validity or in case of suspension, withdrawal or cancellation of a certification, all 

advertising with the certification shall be discontinued immediately. 

인증마크의 사용을 위해 DQS 의 유효한 인증서 또는 적합성 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효한 인증서에 표시된 DQS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페이지 참조). 유효기간 만료 후 또는 인증의 정지, 철회 또는 취소의 경우 인증을 포함하는 모든 

홍보는 즉시 중지됩니다. 

• If your certificate does not apply to the whole of your organization, you are required to indicate the 

restricted scope for which it is valid (cf. page 5). 

인증서가 조직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유효한 인증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5 페이지 참조). 

• The marks shall always be used in connection with the name of your organization. The certificate 

marks may only be used for organizations mentioned on the certificate. If your organization has 

several sites, it may only use the certificate marks for the site that is actually certified. 

마크는 항상 기업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언급된 조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여러 사이트가 있는 경우 실제 인증된 사이트에 대한 인증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hen using a neutral certification marks, the underlying standards or specifications need to be 

specifi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symbol (cf. page 5).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심볼 옆에 해당되는 표준 또는 사양을 명시해야 합니다 (5 페이지 참조). 

• Only the DQS marks shown on your issued certificate may be used. 

발급된 인증서에 표시된 DQS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he marks shall not be used on a product nor product packaging nor in any other way that may be 

interpreted as denoting product conformity. Furthermore, the marks shall not be applied by certified 

clients to laboratory test, calibration or inspection reports, quotes where it may imply product or service 

certification or certificates. 

마크는 제품, 제품포장 또는 제품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실험실 테스트, 교정 또는 검사보고서,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또는 인증서를 암시할 수 있는 제안서에 마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The templates of DQS certificate marks are available in German and English in various file formats 

on our website at the following link:  

DQS 인증 마크 양식은 다음 링크의 DQS 웹페이지에서 독일어/영어의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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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https://dqsglobal.com/intl/about/certification/certificate-logos 

 

The marks themselves shall not be changed in any way – however, you may choose which size, colour 

(only unichrome) to use for DQS marks. 

마크는 DQS 마크의 크기, 색상(단색) 선택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 We recommend appending the certificate registration number to the symbol (*required for UL 

Registered Firm mark). 

인증서 등록 번호를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UL 등록 회사 마크에 필요). 

• In the opinion of DQS the promotional or advertising material shall not be in conflict and, in no way 

create a misleading impression as to the nature of the certification status, except for the Mark that is 

prescribed for use herein. 

홍보 또는 광고 자료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된 마크를 제외하고 인증상태의 성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https://dqsglobal.com/intl/about/certification/certificate-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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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amples 디자인 샘플 

DQS mark for certified 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 인증 마크 

e.g. ISO 9001 

 

UL Registered Firm Mark for certified management systems 

경영시스템 인증 기업을 위한 UL 등록 기업 마크 

Shall always be in conjunction with the following elements: 

다음 사항이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 Certified Client's Name 

인증된 클라이언트 명 

• Business Relation Number 

고객등록번호 

• Applicable MS Standard with revision year to which the 
client is certified, i.e. ISO 9001:2015 

인증된 경영시스템 표준과 표준개정연도 (예. ISO 9001:2015) 

• Issuing Certification Body (e.g. DQS Inc.)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명 (예. DQS Inc.) 

 

 

DQS Inc. 
FACILITY NAME 

REGISTRED TO ISO____ 
AND____ (other registration  

standard number, if any) 
BR NUMBER 

DQS marks for certifie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통합된 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을 위한 DQS 마크 

e.g. certified according to 다음 표준에 인증된 경우 

• ISO 9001 

• ISO 14001 

• ISO 45001 

 

 
 
 

or 

 
DQS-certified for ISO 9001, 
ISO 14001 and ISO 45001 

DQS mark for restricted scopes 

제한된 인증범위에 대한 DQS 마크 

If your certificate does not apply to the whole of your 
organization, you are required to indicate the restricted scope 
for which it is valid. 

인증서가 조직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증서가 유효한 제한된 

인증범위를 표기해야 합니다. 

 

 
Organization name, DQS-certified for ISO 14001 for the 

restricted scope 

DQS mark for certified 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을 위한 DQS 마크 

e.g. IATF 16949 

NOTE: The only use of the IATF logo related to this certification 
scheme is as displayed on the certificate issued by DQS. Any 
other use of the IATF logo permitted use is prohibited. 

IATF 인증스킴과 관련된 IATF 로고는 DQS 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표시된 

DQS 로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ATF 로고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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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S mark for certified 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을 위한 DQS 마크 

e.g. EfbV – Ordinance on Specialised Waste Management 

Companies 전문 폐기물 관리회사에 관한 인증 

Note: In the case of cer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n Specialised Waste Management Companies 
(Entsorgungsfachbetriebeverordnung – EfbV), the certified 
activity within the meaning of the EfbV must always be 
indicated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DQS certificate 
symbol (storage, collection, transport, treatment, recycling, 
disposal).  

참고: 전문 폐기물 관리회사에 대한 인증의 경우 EfbV 내 인증된 활동은 DQS 

인증서 심볼 (보관, 수집, 운송, 처리, 재활용, 폐기)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DQS-certified according to 

EfbV - disposal 

DQS mark for certified 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을 위한 DQS 마크 

For unaccredited or voluntary standards, you are required to 
indicate the restricted scheme for which it is valid. 

미 인정 또는 자체 표준의 경우 제한된 스킴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DQS-certified for 5S 

DQS mark for certified 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을 위한 DQS 마크 

DQS MED for certified Management Systems 

DQS MED 인증 경영시스템 

• ISO 9001 DAkkS accreditation 

• ISO 15378 DAkkS accreditation 

• ISO 13485 DAkkS or SCC  
(Standard Council Canada) accreditation 

• MDSAP 

• TCP III 

 

Example Symbol -  
certification specific versions may be available  

at the website 

DQS mark for notified body certificates 

시험인증기관 인증기업을 위한 DQS 마크 

DQS MED for regulated certified conformity assessments 

DQS MED 적합성 평가 인증기업 

• REG (EU) 20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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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examples 적용사례 

DQS marks all represent the quality and intrinsic value of your organization and allow you to make this 

visible to the public e.g.: 

DQS 마크는 모든 조직의 품질과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to use Accrediting Marks 인정마크 사용법 

Normally, the accreditation or scheme marks are only available for the certification bodies and it is not 
permitted for the certificate holder (explicitly in case of DAkkS, IATF). Depending on the DQS certificate 
and the certification program, you can use the accreditation or scheme marks due to the following 
conditions (cf. content of certificate): 

일반적으로 인정기관 또는 스킴 마크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인증서 보유자 (특히 DAkkS 및 IATF)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DQS 인증서 및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의 조건 (인증서 내용 참조)에 따라 인정기관 또는 스킴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ANAB mark ANAB 마크 

The use of the accreditation logo by third parties is permitted considering the following: 

인증기업의 인정기관 로고 사용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됩니다. 

• Only clients with the ANAB mark on their certificate are entitled to use the marks illustrated below.  

인증서에 ANAB 마크가 포함된 클라이언트만 아래 그램에 표시된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 certified client shall not use ANAB accreditation in such a manner as to bring ANAB into disrepute 

and shall not make any statement regarding its certification under the ANAB accreditation that ANAB 

may consider inaccurate, misleading, or unauthorized.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ANAB 의 평판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ANAB 인정마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ANAB 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ANAB 인정에 따른 인증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The ANAB accreditation mark may on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both the Registered Firm Mark 

and the DQS Mark on the client’s stationery and literature, and in its advertising subject to DQS 

conditions for use of its Mark. The ANAB accreditation mark shall be placed next to the Registered 

Firm’s Mark and the DQS Mark.  

ANAB 인정마크는 클라이언트의 등록 회사 마크 및 DQS 마크와 함께 해당 마크에 대한 DQS 조건이 적용되는 홍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AB 인정마크는 등록 회사 마크와 DQS 마크 옆에 위치합니다. 

• ANAB’s accreditation mark shall not be used on a product or in such a way as to suggest that DQS 

and/or ANAB have certified or approved any product, process or service of a certified customer, or in 

any other misleading manner. The ANAB accreditation mark shall be re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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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B 의 인정마크는 제품에 사용하거나 DQS 및/또는 ANAB 가 인증된 고객의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인증 또는 

승인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또는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AB 인정마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a. In black on a white or light-colored background or in blue (PMS 286 or equivalent) and red  
(PMS 485 or equivalent). 

흰색 또는 밝은 색상 배경에 검정색 또는 파란색 (PMS 286 또는 동급) 및 빨간색 (PMS 485 또는 동급) 

b. In a size that makes all features of the mark clearly distinguishable. 

마크의 모든 특징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크기 

c. Without distortion of its dimensions. 

가로세로 비율 유지 

• When using the ANAB accreditation mark, its size must not exceed the size of the Registered Firm’s 

Mark and the DQS Mark. 

ANAB 인정마크는 등록 기업 마크와 DQS 마크보다 크게 표시될 수 없습니다. 

• When using the ANAB Mark it must be in conjunction with the complete certification mark which 

includes both the Registered Firm and the DQS Marks as outlined below: 

ANAB 인정마크 사용 시 아래 예시와 같이 등록 회사 마크와 DQS 마크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인증마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 Upon withdrawal of certification or ANAB accreditation from a DQS Inc. certificate the customer shall 

discontinue its use of all advertising matter that contains any reference thereto 

DQS Inc. 인증에서 인증 또는 ANAB 인정을 철회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모든 홍보 내용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b) The KAB accreditation mark KAB 인정마크 

• KAB accreditation mark must be used as figured in Figure E.1, the KAB logo combined with KAB-XX-

00, of which two letters (XX) representing the accredited scheme as per Table E.1, and two digits of 

unique accreditation number shown in the accreditation certificate. 

KAB 인정마크는 KAB 의 로고 아래에, 인정스킴 기호(QMS 의 경우 QC)와 인정서에 표기된 고유인정번호(00)를 조합한 KAB-

XX-00 의 문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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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 for using the KAB accreditation mark 

KAB 인정마크의 사용기준 

a. The KAB accreditation mark can be used by enlarging or reducing the original, but the aspect 

ration must be maintained and its size must at least be 15mm wide and 10mm long. 

KAB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가로세로 비율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15mm, 

세로 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b. The color of the KAB accreditation mark is based on the color shown in above example. However, 

if it is inevitable, it can be expressed in black and white. 

KAB 인정마크의 색상은 상기 예시의 색상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 The KAB accreditation mark cannot be used by itself, and shall be used only within the scope of 

accreditation and the validity period for which KAB accreditation is maintained. If the scope of 

accreditation is cancelled or reduced, the use of the mark shall be immediately stopped. 

KAB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인정범위 및 인정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d. The KAB accreditation mark must be used with the DQS mark. In order to avoid confusion between 

the KAB accreditation mark and the DQS mark, the KAB accreditation mark should generally be 

located on the right or the bottom of the DQS mark. 

KAB 인정마크는 반드시 DQS 의 기관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KAB 인정마크와 DQS 마크 간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KAB 인정마크를 DQS 마크의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 The KAB accreditation mark may be used for promotional materials related to the accredited 

scheme, but it should not be used for products or packaging. Details are as follows: 

KAB 인정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Use of the mark is allowed for: 인정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Advertising or promotional materials: printed material or other advertising means such as nameplates, 

business cards and textbooks, letterheads, brochures, documents, invoices, and certificates that are 

not classified as products of a certified company by industry classification.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슈어,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 Use of the mark is not allowed for: 인정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Product or unit packaging  

제품 또는 제품포장 

- Product samples or other statements of product conformity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Flags, buildings or vehicles 

깃발, 건물 또는 차량 

c) IQNET marks and certificates IQNET 마크 및 인증서 

For certain standards, DQS certified clients can generate the IQNET certificates by themselves. For those 
certificates, the certificate holder may also use the IQNET mark, according to the applicable IQNET user 
guide available at https://www.iqnet-certification.com.  

https://www.iqnet-certific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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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S 의 인증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해당되는 표준의 경우 IQNET 인증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qnet-

certification.com 가이드에 따라 IQNET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client can download the automatic created IQNET certificates directly from the IQNET database one 
day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DQS certificate with the following link combination. IQNET download link 
will provide to the client via e-mail when the DQS certificate issued. 

클라이언트는 다음의 링크조합을 통해 DQS 인증서 발행 차기일부터 IQNET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IQNET 

인증서를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DQS 인증서 발급 시 IQNET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로 함께 보내 드립니다. 

 
https://database.iqnet-certification.com/certificate/dqshol/DQSreferenceno-DQSProductID 
ex) https://database.iqnet-certification.com/certificate/dqshol/123456-QM15 

 
Note 1: DQSreferenceno_DQS ref. no is indicated on the certificate. Marked green arrow below (6-8 
digital). 

비고 1: DQSreferenceno_DQS 고객번호는 인증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 부분 (6-8 자리 숫자). 

Note 2: DQSProductID_Client certified standard program. Indicated on the certificate. Marked blue arrow 
below (generally 2 character + 2 digital). 

비고 2: DQSProductID_클라이언트가 인증 받은 표준 프로그램. 파란색 화살표 부분 (일반적으로 2 자리 영문 + 2 자리 숫자). 

d) Marks not to be used: 마크 사용의 제한 

ISO.org and DAkkS owns the registered trademarks for their marks and shall not be used by DQS certified 
clients, e.g.: 

ISO.org 및 DAkkS 는 해당 마크에 대한 등록 상표를 소유하고 있으며 DQS 인증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iqnet-certification.com/
https://www.iqnet-certification.com/
https://database.iqnet-certification.com/certificate/dqshol/DQSreferenceno-DQSProductID
https://database.iqnet-certification.com/certificate/dqshol/123456-Q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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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F 16949 and IAF MLA shall not be used by DQS certified client. 

IATF 16949 로고 및 IAF MLA 로고는 DQS 인증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 Terminology: 

• Don't register "ISO" as, or in, your domain name, website, or company name, e.g. 

www.isodatabase.com. 

ISO 를 도메인 명, 웹사이트 또는 회사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Don't use "ISO" as, or in, your product or service name. 

제품 또는 서비스명에 “ISO”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Don't say that you, your products or your services are endorsed, approved or certified by ISO. 

(Remember, ISO doesn't perform certifications.) 

귀 사, 귀 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ISO 의 보증, 승인 또는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lways refer to a standard by its full name and revision. E.g. like: “XXX (Name of registered site) has 

been certified by DQS Inc. to ISO 9001:2015.” 

정화한 표준명과 표준 발행연도를 함께 기재하십시오. 예: XXX(등록된 사이트 명)는 DQS Inc.로부터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Do refer to ISO o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 a fair and appropriate way. 

공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ISO 또는 국제 표준화 기구를 언급하십시오. 

• Statements of conformance may not make assurances or claims that may be misleading. For example 

(“As an ISO-9001:2015 registered company, we provide the world’s best coffee.”). 

적합성 선언은 오도하거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ISO 9001:2015 

인증기업으로서 세계 최고의 커피를 제공합니다. 

  

http://www.isodata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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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and meaning of the certificate content 

 

 
 
 

In some cases, the certificate consists of several pages. The “annexes” to the first (main) page contain 
either a listing of the location/site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e auditing and/or a detailing of the audit 
results and the associated product and/or process data. The certificate is always only valid with all pages. 

여러 페이지의 인증서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인) 페이지의 “부속서”에는 심사 범위 내의 지역/사이트 목록 및/또는 심사 

결과 및 관련 제품 및/또는 프로세스 데이터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인증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페이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DQS “Excerpt certificates” are certificates for locations/sites listed in the annexes of the DQS main 
certificates. These “Excerpt certificates” only valid in connection with their main certificates. 

DQS “발췌 인증서”는 DQS 메인 인증서의 부속서에 나열된 지역/사이트에 대한 인증서입니다. “발췌 인증서”는 메인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Our auditors or your customer service person will be happy to support you, examine the use of symbols 
during the audits and, if necessary, agree on corrective measures with you.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advertising with DQS, about presentations and suggestions on the Internet, 
or about opportunities for joint public relations work,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귀 사의 전담심사원과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심사 중 심볼 사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올바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DQS 를 통한 광고, 인터넷 상 프레젠테이션 및 제안, 공동 홍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orldwide protected 
company logo of DQS 
group, which may only be 
used by DQS. 

DQS 글로벌 그룹 로고 

 

DQS certification marks, which 
can be used by certified DQS 
organizations according to 
CF10 in combination with this 
guideline. 

인증된 DQS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DQS 인증마크 

(본 가이드와 CF10 규정에 따름) 

Name and address of the 
certified organization. 

인증된 조직명 및 주소 

Space for client’s organization 
logo 
클라이언트 조직 로고 (요청시/IATF 제외) 

Certification scope of the 
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 인증범위 

Certified standard 인증표준 

Accreditation logo. 

인정기관 로고 Date block with the 
certificate registration ID 
and the dates. 
인증등록번호(ID) 및 날짜 Signatures of CEO of the 

accredited DQS office. 

인정된 DQS 사무소 CEO 서명 
Information that DQS is 
member of IQNet.  

IQNet 멤버 표시 Footer with information 
about accredited and 
issuing office. 

인정 및 발행 사무소 정보 

QR-code for verification 
of the certificate validity. 

인증서 유효성 검증 QR 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