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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요

BSI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귀사와의 비즈니스를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SI와 함께 인증을 획득하시게 되면, BSI 트러스트 마크와 그 외의 여러 홍보 로고들을 활용하여 귀사만의 마

크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고들은 명확한 성과를 나타내고, 경쟁적 우위를 갖게 해주는 매우 가치 

있는 마케팅 도구입니다. 당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독립적인,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평가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귀사 또한 항상 탁월함의 기준을 달성하는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을 지키면서 자신감을 갖고 경쟁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문서는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는 BSI 마크를 사용하는 방법 및 탁월함을 향한 귀사의 헌신을 고객들에게 보
여줄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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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Monoxide 
Alarms

ISO 9001
Quality 
Management

VERIFIED

BIM Design & 
Construction 
Capital/Delivery
ISO 19650-1 and -2

The BSI Mark of Trust 
“Professional” 또는

“Practitioner” 홍보용 배지 

(교육 자격 과정에만 
활용 가능 함) 

1.0 개요
아래 표는 BSI 트러스트 마크를 포함한 각 로고의 모습입니다.

The BSI Mark of Trust    
제품 로고

 (Kitemark 인증을 받은 제
품에만 활용 가능 함) 

BSI Mark of Trust 
“Kitemark” 마케팅 로고 

(Kitemark 인증을 받은 경우
에만 활용 가능 함)

BSI Mark of Trust 
“Certified” 마케팅 로고 

(경영시스템 인증에만 활용 
가능 함)

BSI Mark of Trust 
“Verified” 검증 마케팅 로고 

(검증에 대해서만 
활용 가능 함)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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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SI 트러스트 마크로 성과를 홍보하는 방법

BSI Kitemark 인증을 받은 경우에
만, “KITEMARK™” 을 포함한 마케
팅 로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SI 검증을 받은 경우에만, 
“VERIFIED”를 포함한 마케팅 로고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SI 교육과정과 함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귀하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또는 
"Practitioner"을 포함한 배지를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귀사가 사용하실 로고는 BSI Connect Portal을 통해 온라인에서 검색 및 활용 가능합니다.

BSI 트러스트 마크는 귀사의 인증을 홍보하기 위한 유용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탁월함을 향한 귀사의 헌신을 나타내도록 도와줍니다.

마케팅 로고의 종류는 BSI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 시스템 인증 (예를 들어,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을 받은 경
우에만, "CERTIFIED”를 포함한 마
케팅 로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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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SI 트러스트 마크로 성과를 홍보하는 방법

• 광고

• 문구류

• 웹페이지

• 사무실

• 차량

• 내부 의사소통

• 언론 미디어

• 소셜 미디어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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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트러스트 마크의 마케팅 로고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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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s

VERIFIED

BIM Design & 
Construction 
Capital/Delivery
ISO 19650-1 and -2

Carbon 
Monoxide 
Alarms

BSI “KITEMARK” 
marketing logo

BSI “VERIFIED” 
marketing logo

BSI “CERTIFIED” 
marketing logo

BSI promotional badge 
for qualifications

UKAS Accreditation 
Mark (see section 7)

ANAB Accreditation 
Mark (see section 7)

Yes

Yes

No

Yes

Yes

No

Yes

No

Yes

Yes

No

Yes

No

Yes

No

No

No

Yes

No

Yes

No

Yes

No

No

Yes

No

Yes

No

No

Yes Yes Yes No Yes Yes

1.0 Overview 
1 1 How to use the
BSI Mark of Trust

1 2 Where can I use the
BSI Mark of Trust?

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logos

2.0 Kitemark™ (product logo)  
2.1 Kitemark™ (marketing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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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ualifications

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Yes No No No

제품 패키징 

No No

제품
제품 (Physical products)

No No No No No No

인증서 
제품 인증서, 분석 또는 테스팅 인증서 

Yes

회사 물품 
레터헤드(Letterheads), 근정 슬립
(compliment slips), 송장, 프리젠
테이션 폴더  등 

운송수단, 홍보 물품, 전시장 배너, 깃
발, 외부 빌딩 

이력서(CVs), 링크드인
(LinkedIn) 프로필, 개인 이메일 서명,  
개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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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SI 트러스트 마크 사용처 
하기 표에서 각 BSI Mark of Trust 마케팅 로고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SI 인증마크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자료 
브로셔, 광고, 애뉴얼 리포트
(annual report), 기업 발표자료,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등 

온라인(기업)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이메일 마케팅, 기업 
이메일 서명 등 



자격(Qualifications)
BSI 교육과정과 함께 자격을 취득하여 획득하신 Mark of Trust Badge는 Online Learning Portal
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ertified Professionals 의 경우, Mark of Trust Badge의 사용은 개인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귀사께서 Connect Portal 이나 Online Learning Portal 에 접속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BSI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 트러스트 마크 로고 접근법 
카이트마크(Kitemark), 경영 관리 시스템(Management systems), 검증(Verification)
귀사의 첫 번째 BSI 인증서가 활성화되는 즉시 BSI Connect Portal에 접속하여 필요한 모든 로고에 접근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계정을 활성화 및 설정하는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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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SI Kitemark™ 인증



Align vertically

XX XXXXX
XX XX XXX XXX

XX XXXXX

Minimum size
6mm

10% clear space
1.
2.
3.

BSI Kitemark™ certificate number and product standard number 
(shown as ‘XXX...’)

Tahoma Regular 

Minimum size: 5pt 

1. BSI Kitemark™ certificate number e.g. KM 123456
2. Product standard number e.g. BS EN ISO 123456
3. Certification scheme name e.g. Safety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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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SI Kitemark™ 인증: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 사용 방법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는 유효한 Kitemark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서 Kitemark 인증 제

품임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는 Kitemark 제품과 서비스임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마케팅 도

구입니다. 제품이 만약 BSI Kitemark 인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Kitemark 표준과 스킴의 기준을 충족한다

면 제품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 자체는 홍보 자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Kitemark 마케팅 로고가 대신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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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I Kitemark 인증서 번호, 제품 표준 번호, 스

킴 이름을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와 같은 색상

으로 사용하십시오.

• 트러스트 마크 로고를 다른 인증서 마케팅 로고와

사용할 시(예를 들면, 화재 경보 인증 스킴을

BAFE 로고와 같이 사용할 경우), 브랜드 팀에 연

락하여 안내를 받으십시오.

• 마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보나 제안이 필요

하다면 BSI Brand team에 연락하십시오.

• BSI Kitemark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는 트러

스트 마크 제품 로고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BSI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의 정해진 비율을 수

정하지 마십시오.

• BSI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의 높이를 6mm보

다 작게 줄이지 마십시오.

• BSI의 서면허가나 허가된 2차 라이센스 협약이

없다면 제 3자는 BSI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텍스트로 BSI Kitemark 사용하기

Kitemark는 한 단어이며 K는 대문자로 쓰여야 합니다.

'BSI Kitemark가 제목, 부제 또는 첫 문단의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  ™ 기호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Trademark 기호는 본문에 사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2.0  BSI Kitemark™ 인증: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 사용 방법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lients | 2022

1.0 Overview 
1 1 How to use the
BSI Mark of Trust

1 2 Where can I use the
BSI Mark of Trust?

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logos

2.0 Kitemark™ (product logo)  
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3.1 HACCP & GMP certification

4.0 Verification

5.0 Qualifications

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2.0  BSI Kitemark™ 인증: 
트러스트 마크 제품 로고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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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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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Monoxide 
Alarms

XX XXXXX
XX XX XXX XXX

Minimum size
9mm

10% clear space
1.
2.

X XXXX XXXXXX

Kitemark™ 인증서 번호를 추가함으로써,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검증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고객들은 BSI 제품 디렉토리를 통해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bsigroup.com/Product-Directory

BSI Kitemark™ certificate number and product standard number 
(shown as ‘XXX...’)

Tahoma Regular 

Minimum size: 5pt 
1. BSI Kitemark certificate number e.g. KM 123456
2. Standard number e.g. BS EN ISO 123456

Colour Pantone® Process Black 
CMYK 0 0 0 100 

RGB 0 0 0  
Hex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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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itemark™ 마케팅 로고 사용 방법

Kitemark 인증을 보여주기 위해, 귀사의 영업, 마케팅 자료 또는 제품 패키징에

표준이나 인증 스킴 이름을 포함하는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를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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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는 한 눈에 Kitemark

인증임을 알아볼 수 있게 검정색, 흰색으로만 표시

되어야 합니다. 흰색 (반전된) 버전을 보시려면 3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는 귀사가 인증 받은

표준이나 스킴에 대해서만 사용하십시오.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가 알아보기 쉽고, 사

본의 경우에도 가독성을 확인 하십시오. 이 지침에

는 권장하는 최소 크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 아래에 귀사의

Kitemark™ 인증서 번호를 추가하십시오

(12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를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BSI 웹 사이트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를 다른 인증 마케팅 로

고와 사용할 경우(예를 들면, BAFE 로고를 화재 경

보 설치 스킴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브랜드 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마케팅 로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보나 제안이

필요하다면 BSI Brand team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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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itemark™ 마케팅 로고 사용 방법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lients | 2022

1.0 Overview 
1 1 How to use the
BSI Mark of Trust

1 2 Where can I use the
BSI Mark of Trust?

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logos

2.0 Kitemark™ (product logo)  
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3.1 HACCP & GMP certification

4.0 Verification

5.0 Qualifications

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 내의 색상, 텍스트

또는 비율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의 높이를 9mm보

㈜ 작게 하지 마십시오.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를 인증범위 외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는 인증 받은 조직에만

적용되며 같은 한 그룹 내의 타사에 양도하거나 사

용할 수 없습니다.

• 밑의 그림과 같이 어두운 배경위에는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를 검정색으로 사용하지 마

십시오. 대신 흰색(반전된)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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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itemark™ 마케팅 로고 사용 방법

BSI Kitemark 마케팅 로고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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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ulti-scheme 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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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3.0  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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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마케팅 로고

귀사의 고객들에게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귀사가 시스템을 우수하게 구축 및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 마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마크로서 품질, 신뢰 그리고 

지속적 개선을 나타냅니다. BSI 인증 마케팅 로고는 귀사의 인증을 홍보하여 경쟁력 우위를 

가져다주는 매우 귀중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예시: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lients | 2022

1.0 Overview 
1 1 How to use the
BSI Mark of Trust

1 2 Where can I use the
BSI Mark of Trust?

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logos

2.0 Kitemark™ (product logo)  
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3.1 HACCP & GMP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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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Qualifications

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ISO 9001
Quality 
Management

Minimum size
9mm

10% clear space
XX XXXXX

Certificate number (shown as ‘XXX...’) 
Tahoma Regular 

Minimum size: 5pt

Colour Pantone® Process Black 
CMYK 0 0 0 100 

RGB 0 0 0  
Hex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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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번호를 추가함으로, 귀사가 받은 BSI 인증이 검증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귀하의 고객들은 BSI 제품 디렉토리 사이트를 통해 귀사의 인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bsigroup.com/our-services/certification/certificate-and-client-directory

3.0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마케팅 로고
이 로고는 관련 경영시스템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위한 것입니

다. BSI 인증 마케팅 로고는 고객들에게 귀사가 BSI에 의해 인증 받았음을 증명해줄 뿐 아니

라, 어떤 표준을 인증 받았는지 말해주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귀사가 인증 받은 특정

표준을 홍보함으로써 귀사는 고객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경쟁사들과 차별화되고, 시장

에서 귀사의 인증을 더욱 쉽게 눈에 띄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인증 마케팅 로고를 영업, 마케팅 자료와 포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들은 귀하가 올바르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Systems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lients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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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sigroup.com/our-services/certification/certificate-and-client-directory


• BSI 인증 마케팅 로고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검

정 또는 흰색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흰색(반전

된) 옵션에 대해서는 3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는 귀사가 인증 받은 표준에

대해서만 사용하십시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와 관련된 조직을 명확히 표

기하십시오. BSI 인증 마케팅 로고 뿐 아니라 회사

로고 또는 상표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BSI 'Certified' 마케팅 로고 아래에 귀사의 인증

서 번호를 추가하십시오 (17페이지의 설명을 참조

하십시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가 알아보기 쉽고, 사본을 읽

을 수 있는지도 확인 하십시오. 이 지침에는 권장하

는 최소 크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경

우,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BSI 웹 사이트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로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보나 제안

이 필요하다면 BSI Brand team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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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마케팅 로고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lients | 2022

1.0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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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ulti-scheme lo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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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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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마케팅 로고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인증 받은 범위 밖의 활

동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는 인증 받은 조직에만 적

용되며 같은 한 그룹 내의 타사에 양도하거나 사

용할 수 없습니다.

• 밑의 그림과 같이 어두운 배경위에는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검정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흰색 (반전된)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사

용하십시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의 높이를 9mm보다 작

게하지 마십시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의 글자를 추가하거나 변

경하지 마십시오.

• 제품 또는 포장에 BSI 인증 마크를 표기하는것

은 BSI에서 해당 제품 자체를 테스트 하거나인

증한 것을 의미하므로 제품 및 포장에 이를표

기하지 마십시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제품 인증서에 사용하

지 마십시오. (예시: 분석, 적합성 인증서, 교정

인증서 또는 테스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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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마케팅 로고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귀하의 인증을 표현하는 방법

만약 BSI 인증 마케팅 로고(Certified marketing logo)를 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귀하의 인증을 홍
보하기 위해 허용된 문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품이 아닌 귀사의 경영 시스템이 인증 받았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tandard number> <standard name> (optional) certified by BSI under certificate 
number <certificate number>

예시: ‘ISO 9001 certified by BSI under certificate number FM123456’ or ‘ISO 9001 Quality 
Management certified by BSI under certificate number FM123456’

만약 BSI의 인증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차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ISO 9001 and ISO 14001 certified by BSI under certificate numbers FM123456, FM 
987654’ or ‘ISO 9001 Quality Management and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certified by BSI under certificate numbers FM123456, FM98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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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HACCP & GMP 인증을 위한 마케팅 로고

HACCP 및 GMP 인증을 위한 BSI 로고는 경영 시스템 인증을 위한 마케팅 로고 사용 지침(본 문서의 
17-20페이지)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 자체 또는 1차 포장에 BSI 마케팅 로고가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HACCP 및 GMP 인증, HACCP 
및 GMP 인증을 위한 BSI 마케팅 로고는 제품의 2차 포장(즉, 외부 포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포장에 
사용되는 경우, 표시는 "BSI 인증 HACCP & GMP 경영 시스템에 따라 제조/생산됨"이라는 문구 또는 아래 
예시와 같은 적절한 문구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BSI 인증서 번호는 아래에 'XXX...' 와 같이 표기된 것처럼 로고 아래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GMP123456 또는 HACCP123456).

HACCPXXXXXX
Manufactured/produced under a
BSI certified HACCP & GMP 
management system

HACCPXXXXXX
Manufactured/produced under a
BSI certified HACCP system

GMPXXXXXX
Manufactured/produced under a
BSI certified GMP system



4.0  검증 



VERIFIED

BIM Design & 
Construction 
Capital/Delivery
ISO 19650-1 and -2

XX XXXXX

Minimum size
9mm

10% clear space
X XXXX XXXXXX

Certificate number (shown as ‘XXX...’) 
Tahoma Regular 

Minimum size: 5pt1

Colour Pantone® Process Black 
CMYK 0 0 0 100 

RGB 0 0 0  
Hex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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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검증에 관한 BSI 마케팅 로고 사용 방법

BSI 'Verified' 마케팅 로고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위한 것입니다.

•기술 정보가 BSI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검증 인증서가 발행된 자체 선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조직

•온실가스(GHG) 검증서가 BSI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검증 의견이 발행된 조직 (예: ISO

14064-1, PAS 2060 및 ISO 14067).

BSI 검증 마케팅 로고는 귀하의 고객들에게 귀사의 제품이 BSI에 의해 검증 받았음을 증명해줄 

뿐 아니라, 무엇을 검증 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귀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검증 받은 내용을 홍보

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경쟁사들과 차별화되고, 시장에서 귀사의 검증을 더

욱 쉽게 눈에 띄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검증 마케팅 로고를 영업, 마케팅 자료 그리고 포장, 또는 두개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귀하가 올바르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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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I 검증 마케팅 로고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검정 또는 흰색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흰색

(반전된) 옵션에 대해서는 38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 BSI 검증 마케팅 로고는 귀사가 검증 받은 표준

에 대해서만 사용하십시오.

• BSI 검증 마케팅 로고가 알아보기 쉽고, 사본도

읽을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이 지침에는 권장

하는 최소 크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BSI 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BSI 검증 마케팅 로고를 다른 마케팅 로고와 함

께 사용하려면 BSI Brand 팀에 연락하여 안내

를 받으십시오.

• 마케팅 로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보나 제

안이 필요하다면 BSI Brand team에 연락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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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번호를 추가함으로써, BSI 인증이 실제 검증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귀하의 고객들은 BSI 제품 디렉토리 사이트를 통해 귀사의 인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bsigroup.com/our-services/certification/certificate-and-client-directory

4.0 검증에 관한 BSI 마케팅 로고 사용 방법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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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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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http://bsigroup.com/our-services/certification/certificate-and-client-directory


• BSI 검증 마케팅 로고의 색깔, 글자 또는 비율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BSI 검증 마케팅 로고의 높이를 9mm보다 작게

하지 마십시오.

• BSI 검증 마케팅 로고를 검증 범위 외의 활동이

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BSI 검증 마케팅 로고는 검증 받은 조직에만 적

용되며 같은 한 그룹 내의 타사에 양도하거나 사

용할 수 없습니다.

• 제품에 BSI 검증 마케팅 로고를 표기하지 마십시

오. 로고는 영업, 마케팅 자료 또는 포장에만 사용

되어야 합니다.

• 밑의 그림과 같이 어두운 배경위에는 BSI 검증 마

케팅 로고를 검정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흰색 (반전된) BSI 검증 마케팅 로고를 사용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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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검증에 관한 BSI 마케팅 로고 사용 방법
BSI 인증 마케팅 로고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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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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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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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5.0  자격 



Minimum size
9mm

Colour Pantone® Process Black 
CMYK 0 0 0 100 

RGB 0 0 0  
Hex  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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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RTIFIED PROFESSIONAL’ badge

The ‘PROFESSIONAL’ badge The ‘PRACTITIONER’ badge

5.0 자격 - 홍보 배지 사용 방법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그리고 'Foundation' 

배지는 BSI 교육을 자격을 통해 인정받은 개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조직을 위한 것

이 아닙니다. 해당 배지는 귀하가 BSI 자격이 있음을 고객에게 증명해줄 뿐 아니라, 귀하

의 자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귀하의 직업적 프로필이 눈에 띄게 도

와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Foundation' 배지가 귀하의 CV, linkedin 프로필이나 email 서명, 또는 이 모두에 올
바르게 표기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The ‘FOUNDATION’ ba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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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사용
할 땐 Tahoma font를 이용하고 개인 자격번호
를 밑에 표기하십시오.

•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한눈

에 알아볼 수 있게 검정 또는 흰색으로만 사용하

여야 합니다. 흰색(반전된) 옵션에 대해서는 3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는 귀하
가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만 사용하십시오.

•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활용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개인의 이름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가 알아
보기 쉽고, 사본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침에는 권장하는 최소 크기가 표기되어 있습
니다.

•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온라

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BSI 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5.0 자격 - 홍보 배지 사용 방법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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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 내에 글자를 추가하거

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표기하는 것은 BSI에

서 해당 제품 자체를 테스트 하거나 인증한 것

을 의미하므로 제품 및 포장에 이를 표기하지

마십시오.

•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자격 밖의 활동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는 개인에

게만 적용되며 타인이나 조직에게 양도되거나 사

용될 수 없습니다.

• 밑의 그림과 같이 어두운 배경위에는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검정색

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흰색 (반전된) BSI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를 사용하십시오.

5.0 자격 - 홍보 배지 사용 방법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
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간단한 가이드라인 몇 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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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격 - 홍보 배지 사용 방법

* 텍스트로 귀하의 자격을 표현하는 방법

만약 BSI ‘Certified Professional’, ‘Professional’, Practitioner’ 또는 'Foundation' 배지

를 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귀하의 자격을 홍보하기 위해 허용된 문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

드시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주어진 자격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구는 로고안에 적힌 부분을 참조

합니다.

BSI [standard ######] [type of qualification]

예시: BSI BIM Project Information Certified Professional

만약 BSI의 자격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차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BSI BIM Project Information Certified Professional
BSI BIM Asset Information Practitioner

30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lients | 2022

1.0 Overview 
1 1 How to use the
BSI Mark of Trust

1 2 Where can I use the
BSI Mark of Trust?

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logos

2.0 Kitemark™  (product logo) 
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3.1 HACCP & GMP certification

4.0 Verification

5.0 Qualifications

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6.0  멀티 스킴 로고 



XX XXXXX XX XXXXX XX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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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멀티 스킴 로고

만약 귀사가 하나 이상의 인증 또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면, 멀티 스킴 로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 스킴 로고는 귀사의 인증이나 교육 자격을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로고입니다.

*주의사항: 비즈니스를 위한 인증 로고와 개인을 위한 자격 로고는 하나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멀티 스킴 로고는 brand team에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brand@bsigroup.com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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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인정 마크 규칙 



Black
Pantone® Process Black
CMYK 0 0 0 100
RGB 0 0 0
Hex 000000

7.0 인정 마크 규칙.

귀사의 인증서에 ANAB 인정 마크가 표시되어 있거나 

인정된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

는 경우, 아래와 같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 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 귀사가 인증 받은 표준에 대한 인정 마크만 사용하

십시오. 이는 BSI 인증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인정 마크는 검정색 또는 풀 컬러로만 사용하여 한

눈에 BSI 인정 마크로 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페이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XX XXXX’로 표

기), Tahoma 글꼴을 사용하여 인증서 번호를 인

증 마크 아래에 표시하십시오.

• 인정 마크와 관련된 조직을 명확히 표기하십시오.

이는 인정 마크 뿐만 아니라 귀사의 로고 혹은 기업

소통용 상표까지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정 마크가 알아보기 쉽고 사본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침에는 권장하는 최소 사이즈

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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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인정 마크 규칙.

규칙 설명이 아래에 계속됩니다. 

• 인정 마크 내에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마

십시오.

• 제품 또는 제품 인증서 (예: 분석 인증서, 적합성,

교정 인증서 또는 시험 인증서)에 대해 인정 마크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인증 범위 밖의 활동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정

마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정 마크는 인증 받는

조직에만 적용되며 한 그룹 내의 타사에 양도되거

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제품 또는 포장에 인정 마크를 표기하는 것은 해당

제품 자체가 BSI에 의해 테스트 되었음을 의미하

므로 제품 및 포장에 인정 마크를 표시하지 마십시

오.

• 판촉물, 차량, 깃발 또는 외부 건물에 인정 마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BSI 트러스트 마크와 별도로 인정 마크

를 단독 표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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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인정 마크 규칙.

귀사의 인증서에 UKAS 인정 마크가 표시되길 원하거

나"인정된 인증기관에서 심사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로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 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켜야 할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 귀사가 인증 받은 표준에 대한 인정 마크만 사용하

십시오. 이는 BSI 인증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인정 마크는 검정색 또는 풀 컬러로만 사용하여 한

눈에 인정마크로 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페이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XX XXXX’로 표

기), Tahoma 글꼴을 사용하여 인증서 번호를 인

증 마크 아래에 표시하십시오.

• 인정 마크와 관련된 조직을 명확히 표기하십시오.

이는 인정 마크 뿐만 아니라 귀사의 로고 혹은 기

업의 상표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인정 마크가 알아보기 쉽고 사본도 읽을 수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이 지침에는 권장하는 최소 사

이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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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Pantone® Process Black
CMYK 0 0 0 100
RGB 0 0 0
Hex 000000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lients | 2022

1.0 Overview 
1 1 How to use the
BSI Mark of Trust

1 2 Where can I use the
BSI Mark of Trust?

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logos

2.0 Kitemark™ (product logo)™ 
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3.1 HACCP & GMP certification

4.0 Verification

5.0 Qualifications

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XX XXXXX
Logo for management systems shown

Minimum size
15 mm

5% clear space



7.0 인정 마크 규칙.

규칙 설명이 아래에 계속됩니다. 

• 인정 마크 내에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마

십시오.

• 제품 또는 제품 인증서 (예: 분석 인증서, 적합성,

교정 인증서 또는 시험 인증서) 에 대해 인정 마크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인증 범위 밖의 활동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정

마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정 마크는 인증 받는

조직에만 적용되며 한 그룹 내의 타사에 양도되거

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제품 또는 포장에 인정 마크를 표기하는 것은 해당

제품 자체를 BSI가 테스트 한 것을 의미하므로 제

품 및 포장에 인정 마크를 표시하지 마십시오.

• 판촉물, 차량, 깃발 또는 외부 건물에 인정 마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BSI 트러스트 마크와 별도로 인정 마크

를 단독 표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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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반전된 (흰 색) 로고 



8.0 반전된 (흰 색) 로고

반전된(흰색) BSI 트러스트 마케팅 로고는 기본 BSI 트러스트 마크 (검정색) 사용이 적합하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어두운 배경이나 이미지). 두 가지 버전의 BSI 트러스트 마크 모두 BSI Connect Portal 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brand@bsigroup.com으로 연락주십시오.

Carbon 
Monoxide 
Alarms

Carbon 
Monoxide 
Alarms

Colour Pantone® Process Black 
CMYK 0 0 0 100 

RGB 0 0 0  
Hex  0000001 

Colour White 
CMYK 0 0 0 0 

RGB 255 255 255 
Hex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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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타입 5 스킴에 대한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사용

BSI의 벤치마크 인증마크는 스탬핑, 인쇄, 몰딩, 에칭 또는 라벨링을 통해 인증 제품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마크는 인증된 제품 포장, 정보 시트 또는 광고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발급된 고유한 BSI 벤치마크 인증 BMP 번호와 표준 참조도 인증된 제품에 직접 적용되어야 합니다.

벤치마크 인증을 획득한 고객은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SI의 벤치마크 인증 마크; 또는
•BSI의 벤치마크 인증 마크 및 JAS-ANZ 기호 (JAS-ANZ를 통해 프로그램이 인정받음)

두 마크가 모두 사용될 경우, 두 마크는 서로 인접해야 하며 제공된 아트워크와 동일하게 비례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이름 또는 자체 마크는 두 마크 중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보여야 합니다.

참고: 모든 관련 로고는 인증 단계에서 고객에게 전송됩니다. 제품에 인증 마크를 더 빨리 표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마케팅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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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ZS xxxx Lic:BMP No xxxxxx
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s

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예시 
타입 5 스킴에 대한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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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예시 살펴보기 

벤치마크 소화기 라벨  

FE
RN

: X
XX

XX
XX

XX
XAS/NZS 1841.2:2007

Issued by BSI Benchmark
DO NOT REMOVE
CERT: BMPXXXXXXCe

rti
fi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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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uc

t

벤치마크 자전거 헬멧 라벨

AS/NZS 2063:2008
Issued by BSI Benchmark
DO NOT REMOVE
CERT: BMPXXXXXX S/

N:
 X

XX
XX

XX
XX

X

Ce
rt

ifi
ed

 
Pr

od
uc

t

Scheme-specific information

중요: 호주 및 뉴질랜드 규제 당국의 요구 사항으로 자전거 헬멧 및 소화기 라벨은 아래에 설명된 색상 및 
배경 자료를 사용하여 표시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인증단계에서 라벨 아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인증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마케팅 팀에 문의하십시오.

Pantone (PMS)  CMYK 

Reflex Blue C.100. M.72. Y.0 K.6

Reflex Blue 50% C.50. M.36. Y.0 K.3

485  C.0. M.100. Y.91 K.0

Colours:

배경 재료:
마일러 유형의 재료, 광택 실버(자외선에 안정적, 내수성 및 내후성, 물과 땀에 지워지지 않음). 
라벨에는 '보이드 라벨 스톡(Void Label Stock)'과 같은 변조 방지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cheme-specif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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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벤치마크 인증 마크에 대한 로고 파일은 해당 지역의 BSI 팀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의 대체 표시는 소규모 제품이나 기타 프로세스 또는 제품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의 BSI 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대체문
경우에 따라 고객은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와 호주 공동 인정 시스템(JAS-ANZ)과의 관계를 추가로 설명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제품 포장 또는 마케팅 문헌에 사용되는 추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구가 권장됩니다.

"이 제품은 BSI의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 제품의 인증이 기술 문서 그리고 AS/NZS xxxx에 따라 일관되게 제품을 생산하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한 
당사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연례 검토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BSI BMP No xxxx."

"이 제품 인증 마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인정 시스템(JAS-ANZ 참조: www.jas-anz.org)에 의해 인정받았
습니다."

위의 문장을 대체하려면 BSI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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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타입 1 스킴 & 타입 5 스킴을 위한 벤치마크 제품 인증 로고 사용법 

인증받은 제품의 마케팅 및 포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품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제품 인증 마크는 인증된 제품에 대한 광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제품이 광고되는 경우 제품 인증 

마크는 인증 일정에 표시된 특정 제품에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BSI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제품 인증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일시 중단 또는 취소.

인증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 일정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제품 인증 마크 및 BMP 번호가 포함된 인쇄물 및 

광고물의 사용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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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JAS-ANZ 인정 마크

등록 인증서에 JAS-ANZ 인정 마크가 붙어 있거나 BSI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인정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JAS-ANZ 마크를 제품 인증 마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S-ANZ는 인정 마크의 제3자 사용에 대한 추가 
요건을 부과합니다. 

PMS Reflex Blue and PMS 
485 with URL

PMS Reflex Blue and PMS 
485 without URL

Single colour with URL Single colour without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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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JAS-ANZ 인정 마크 

BSI 등록 기관으로서 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JAS-ANZ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보 자료, 문구류, 작업 견적, 보고서, 브로셔 및 조직의 공인된

인증과 관련된 기타 항목들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 내부 벽과 출입문, 전시 스탠드, 깃발 및 차량에 표시 가능합니다.

• 종이에 엠보싱 또는 스탬핑된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JAS-ANZ 인정 마크를 사용할 때 인정 마크의 크기는 제품 인증

마크와 비례해야 합니다.

• 조직은 제품 인증 마크와 별도로 JAS-ANZ 인정 마크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 JAS-ANZ 인정 마크는 JAS-ANZ에 의해 인정받은 BSI의 인증 활

동 전체 또는 일부와 관련된 문서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제외하

고 BSI 고객은 마크를 문서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JAS-ANZ의 인정 마크는 BSI 또는 JAS-ANZ가 인증된 기관의 프

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인증/승인했음을 나타내거나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JAS-ANZ 인정 마크는 인증받은 제품에 스탬핑, 몰딩 또는 기

타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마크는 종이에 사용할 때 엠보

싱 또는 스탬핑 될 수 있습니다.

• JAS-ANZ 등록 URL(www.jas-anz.org/register)은 JAS-

ANZ 로고가 적용되었을 때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문

서에서 JAS-ANZ 마크가 두 번 이상 사용되는 경우 URL은 첫

번째에만 표기하면 됩니다.

• 운송에 사용되는 더 큰 상자 등에 마크가 표시되는 경우, 그 안

에 포함된 제품이 ISO 9001 또는 ISO 14001과 같이 적합하

다고 인증받은 경영 시스템(예: 품질 또는 환경)을 갖춘 시설에

서 제조 되었다는 취지의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Guidelines for clients | 2022

1.0 Overview 
1 1 How to use the
BSI Mark of Trust

1 2 Where can I use the
BSI Mark of Trust?

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logos

2.0 Kitemark™ (product logo)  
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3.1 HACCP & GMP certification

4.0 Verification

5.0 Qualifications

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48

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JAS-ANZ 인정 마크 

BSI 등록 조직에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인증 마크와 독립적으로 인정 마크를 사용합니다

• 제품 인증서에 인정 마크를 사용합니다 (예: 분석 인증서,

적합성 인증서, 교정 인증서 또는 시험 인증서)

• BSI의 인정 범위 밖의 재화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증 마크를

표시합니다

• 제품에 표시를 하거나 제품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합니다(예: 제품 포장에 표시)

JAS-ANZ 마크 특징 

JAS-ANZ 인증 마크는 다음과 같이 재현해야 합니다.

• 파란색과 빨간색(각각 PMS Reflex Blue, Red PMS485)으

로 URL을 포함 하거나 또는 없이 표시합니다

• 기존 문서/문구류 컬러에 맞게 단일 컬러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 획일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 가능하지만 문구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 마크의 모든 특징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 비율의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An example of how to display 
the JAS-ANZ Accreditation 
Mark and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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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 사용

벤치마크 제품 인증 마크는 항상 기존 비율과 동일하게 인쇄되어야 합니다.

로고는 최소 20mm 높이로 인쇄해야 합니다. 
로고 주변에 요구되는 빈 공간은 'C' 두께의 두 배로 정의됩니다.

A (thickness of the ‘C’)

A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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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PMS) CMYK 

Reflex Blue C.100. M.72. Y.0 K.6

Reflex Blue 50% C.50. M.36. Y.0 K.3

485  C.0. M.100. Y.91 K.0

9.0 벤치마크 제품인증 마크   

로고는 두 가지 색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잉크는 영구적이고 자외선에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Black C.0. M.0. Y.0 K.100

Black 60% C.0. M.0. Y.0 K.60

Black 30% C.0. M.0. Y.0 K.30

아래는 다양한 배경색에 인쇄된 몇 가지 예시입니다. 

Normal Special applications

White Blue Red Black White Mono



How to promote your BSI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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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verview 
1 1 How to use the
BSI Mark of Trust

1 2 Where can I use the
BSI Mark of Trust?

1 3 Accessing your Mark of Trust 
logos

2.0 Kitemark™ (product logo)  
2.1 Kitemark™ (marketing logo) 

3.0 Management systems 
3.1 HACCP & GMP certification

4.0 Verification

5.0 Qualifications

6.0 Multi-scheme logos

7.0 Accreditation Mark rules

8.0 Reversed (white) logo

9.0 Benchmark Product 
Certification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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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벤치마크 제품인증 마크

대체 마크 

상황에 따라 로고는 다음과 같이 변형되어 적용 가능합니다.

크기가 5mm 미만인 경우 
대체 마크를 사용합니다.

벤치마크 및 JAS-ANZ에 대한 추가 정보

관련 문의사항은 marketing.au@bsigroup.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mailto:marketing.au%40bsigroup.com?subject=


문의.
이 문서에 포함 된 이미지 및 측정 값은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인쇄 시점에서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저작물 또는 템플릿 관련 문의는 BSI Brand team: brand@bsigroup.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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