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GUIDELINE



1.0 Basic design components

1.1 Colors 

1.2 Basic rules

1.3 Improper use

1.4 Space and size

1.5 Use with accreditation 

marks

2.0 Marketing material and  
annual report

3.0 Website

4.0 Stands, buildings and signs

5.0 Stationery: Letterhead

6.0 Stationery: Envelopes and 
invoices

7.0 Business cards

8.0 Vehicles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2  

국제 표준 또는 국가 표준에 대해 독립적인 3자 심사를 통해 취득한 인증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속가능한 사업 성과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인증 취
득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관문의 의미 보다 기업이 자랑할만한 의지의 표현
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는 인증기업의 의지를 시장에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디자인 되었습니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마케팅 자료에서 회사 건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장소에 인
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마크 사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이 있으
며, 이 핸드북 인증마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
료를 통해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Communicate your  
certification 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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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본 디자인 구성요소

DNV 로고
인증 마크의 중앙에는 DNV로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stacked 버전은 최대 명암을 보
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인증 유형
인증 마크 상단에 있는 텍스트는 마크가 

다루는 인증 유형을 설명합니다.  DNV 
Display에 100% 검은색으로 설정되어 있
습니다.

표준
인증마크가 다루는 표준을 설명하기 위해
최대 3줄의 텍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마크와 설명문에 최대 5개의 표준
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표준은 DNV 
Display에 100%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
다.

구분 기호
여러 표준이 같은 선에 나타나는 경우 
100%청록색인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가 
구분기호로 사용됩니다.

원형 프레임
마크를 둘러싼 이중 원형 구성요소는 상단 
또는 하단에 나타나는 텍스트 길이와 무관

설명문
이 설명문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는 없지
만 인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됩
니다.

설명문은 텍스트 기반 시각적 레이아웃으
로 인증을 설명합니다.

폰트
설명문에 사용된 서체는 DNV Display입니
다. 취득한 인증에 대한 설명은 100% 검은
색이며, 취득한 표준은 100% cyan입니다.

구분 기호
여러 표준이 동일한 선에 나타나는 경우 
100% 검은색의 사각형 글머리기호가 구
분 기호로 사용됩니다.

마크를 프레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선은 100% cyan입니다.

언어변화
인증마크 또는 설명문을 다른 언어
로 변역하는 경우, 기본 템플릿의 레
이아웃, 서체 및 색상은 변경되지 않
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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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blue
Pantone®  291C/U
C40 M0 Y0 K0
R153 G214 B240
HEX  99 D9 F0

Land Green
Pantone®  362C/U
C65 M0 Y95 K0
R63 G156 B53
HEX  3F 9C 35

Sea Blue
Pantone®  661C/U
C100 M70 Y0 K0
R0 G53 B145
HEX  00 35 91

Dark Blue
Pantone®  2768C/U
C100 M90 Y0 K60
R15 G32 B75
HEX  0F 20 4B

Black
Pantone® Proc. Black C/U
C0 M0 Y0 K100
R0 G0 B0
HEX  00 00 00

흰색 바탕에 전체 색상 인증마
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한 밝은 
색의 배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전체 색상 버전을 재현할 
수 없는 경우, 인증 마크는 검
은색 또는 반전/흰색으로 재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지침은 설명문에도 적용
됩니다.

1.1 색상

인증 마크
인증 마크와 설명문의 공식 아트워크 버전만 사용해
야 합니다. 원래 색상을 유지하고 흰색 바탕에 설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
인증 마크와 설명문은 100%검은색 또는 반전된 것
으로, 즉 어두운 배경에 흰색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
다.

색상 정보

Cyan
Pantone®  Proc. Cyan C/U 
C100 M0 Y0 K0
R0 G159 B218
HEX  00 9f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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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본 규칙

Applying the certif ication mark 
인증 기업의 경우:

• 회사가 인증받은 현황에 해당되는 DNV인
증 마크의 공식 아트워크나 설명문만 사용
하십시오. 

• DNV인증마크 또는 설명문은 항상 회사의 
이름 및/또는 로고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 DNV 인증마크 또는 설명문은 다음의 경우
에 사용 가능합니다:
- 마케팅 자료
- 문구류:  문서서식, 봉투, 인보이스 등
- 기업 발간물 (예: 연간보고서)
- 웹사이트
- 스탠드 

경영시스템에 대한 DNV 인증 마크는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 받은 것으로 표시하
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 마크는 다음의 경
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제품 및 제품 포장재(포함된 제품 설명서 및 

접작 테이프 포함). 참고: 제품 포장재는 제
품의 분해 또는 손상없이 제거살 수 있어야 

합니다.
• 제품 문서 (예: 제품 설명서 및 제품 카달로

그 페이지)
• 인증서, 적합성 선언서, 시험성적서, 보고서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물의 경우 (예: 시
험 및 검교정 활동, 검사 및 평가 등)

경영 시스템 인증 마크는 
제품 및 제품 포장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제품 및 제품 포장재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인증 제
품에 한함).

경영 시스템 인증 기업은 
제품 포장재에 설명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포장
재에 사용하는 설명문은 
항상 회사명 또는 로고에 
가깝게 사용되어야 되어
야 합니다. 

Applying the inscription
인증 마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설명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설명문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
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품 포장이나 함께 포함된 정보에 사용하
기 위해서는 설명문은 항상 인증기업의 회
사명 또는 로고에 가깝게 표시되어야 합니
다. 

회사의 일부만 인증 받은경우, 인증 마크 및 
설명문의 사용은 회사의 인증 받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표현하는데 한정하
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사례
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멀티 사이트 인증 기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현장이 인증 범위에 포함되
어 있지 않는 경우

- 회사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인증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인증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chapter 6.0 을 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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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PE

 O
F CERTIFICATION M

A
R

K

STANDARD 1

1.3 잘못된 사용

인증 마크는 마스터 아트워크에서만 재현해
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그리거나 변경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버전의 인증 마
크 및 설명문에 적용됩니다.

다음의 잘못된 사용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1. 어떠한 요소도 상대적 크
기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2. 표시의 배율을 비례로 조
정해야 합니다.

3. 마크 색상을 수정하지 마
십시오.

4. 마크의 어떤 부분도 왜곡
하지 마십시오.

5. 항상 고해상도로 사용하
십시오.

6. 시각적으로 산만한 배경
이나 사진위에 마크를 두
지 마십시오. 

상기 지침은 설명문에
도 적용됩니다.

1

4

6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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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백 및 사이즈

인증 마크는 확대 또는 축소 가능합니다. 

인증 마크의 크기는 반드시 기업 로고 
사이즈와 동일한 비율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증 마크는 항상 인증 업체의 이름 및/또는 로
고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최소 사이즈
축소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는 가로 15mm입니
다(fig 1). 이것은 숫자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최소 사이즈 입니다. 최대한 선명도를 유
지하기 위해 인증 마크를 지정된 최소 크기보다 
작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 사이즈
인증 마크의 최대사이즈는 반드시 회사 로고 사
이즈 보다 작아야 합니다. 인증 마크의 크기는 부
착한 표면의 1/3 또는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 마크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회사 로고와 동일한 높이이다.(fig 2).

DNV 로고의 파란색 선은 회사 로고와 
높이가 같습니다. (fig 3). 회사 로고가 
매우 작더라도 인증 마크의 너비는 최
소 15mm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로고와 인증 마크 사이의 거리는 인
증 마크의 기본 너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증 마크가 인증 회사 로고 아래에 있는 
경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fig 4).

15 mm

1 2

= =

= =

3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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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정기구 마크의 
사용

경우에 따라서, 인증 마크는 적절한 인정기구 
마크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선호될 수 있습니다.

인정마크의 사용은 인정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
업에 한해 허용됩니다. 인정마크 사용 방법은 해당 
인정기구의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DNV 인증 마크와 인정기구 마크를 함께 사용하는 경
우에, 두 로고마크는 항상 동시에 연결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프레임 적용) 

일부 인정기구들은 두가지 마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정기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합니다. 인정마크와 인증기관의 인증마크
는 반드시 붙여서 배열할 필요는 없으며, 인정마크를
인증서의 하단에 배치하는 등 인증기관의 편의에 따
라 배열할 수 있습니다.

0013

 KAB-xx-xx

KAB-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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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마케팅 자료 및 연간 보고서

마케팅 자료
인증 마크는 회사의 브로셔, 리플렛 및 
기타 홍보 자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대상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문은 제품 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사양서, 카달로
그 페이지, 실험 성적서 등 입니다. 

연간 보고서
인증 마크를 표지 (회사 로고에 가깝게 
배치) 및 제목 페이지 (회사 이름 근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보고서 표지 및 연
간 보고서의 제목 페이지

BROCHURE BROCHURE

ANNUAL 
REPORT

2020

브로셔 커버

제품 카달로그 /제
품 기술 사양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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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웹사이트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규칙으로 웹사이
트에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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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스탠드, 빌딩, 간판

스탠드
인증 마크는 회사의 스탠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를 크게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장
에 설명된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빌딩 및 간판
회사의 오피스 빌딩, 또는 간판에 인증 마
크 및 설명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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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문구류: 문서 표제

문서의 표제 및 다음 페이지의 경우, 인증 마크 
위치는 반드시 회사로고 근처 (fig 1) 또는 기준
선 (fig 2)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 기업의 로고 사이즈가 매우 작은 경
우, 인증 마크는 문서 표제 하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Fig 1-2: 첫페이지에 사용된 인증마크 사례들.

Fig 3-4: 두번째 페이지에 표시된 인증마크 사례
들.

문서 표제에 인증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사/사업장이 표시된 경우, 인증 마
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내
와 함께 설명문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fig 5).

인증 받은 회사가 인증받지 않은 그룹사에 포함
되어 있거나, 다른 회사와 관련된 경우 문서 표
제에 표시된 회사명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 

인증마크는 인증기업을 표시하도록 사용되
어야 합니다.  (선호하는 해결책, fig 6).

인증마크는 설명문으로 변경하고, 인증기업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fig 7).

회사의  
인증받은 사업장 
또는 지사 정보

Certified site:
Via Settembrini, 9

20100 Milano

BUSINESS
GROUP

BUSINESS
GROUP

인증 기업 이름만 
표시 가능

인증 기업이름만 
표시 가능

1

5 6 7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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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문구류 : 봉투 및 인보이스

봉투
인증 마크를 봉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마크와 회사의 로고는 반드시 함께 (fig 
1) 는 동일한 높이로 ((fig 2) 사용되어야 합
니다.

기타 회사 문서
인보이스 및 팩스 문서 등과 같은 기타 회사 
문서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반드시 회사로고와 동
일한 높이로 (fig 3)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
명에 가깝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fig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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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회사 명함 

인증마크를 회사의 명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마크가 회사 명함의 레이아웃/디자인
에 맞지 않으면, 설명문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두가지 경우, 인증마크 또는 설명문의 최대사
이즈가 회사의 로고보다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증마크를 사용한 명
함 사례

설명문을 사용한 명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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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회사 차량

회사 차량 또는 장비에 인증마크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로고 근처에 위
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른쪽에는 인증 마크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예가 나와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로고가 매우 커서 트레일러 옆
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인증 마크 주변에 
충분한 여백이 있어야 하고, 인증 마크가 부
착된 표면 높이의 1/3 에서 1/2 이하로 사
용되어야 합니다. 

인증마크는 항상 차량의 회사 로고 
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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