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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Requirement for

certification registration per each audit standard
심사규격별 인증등록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An organization willing to register a certification to KFQ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followings. The content of

those can be changed according to certification scheme related with national law,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process of KFQ. The latest information is posted on KFQ website (http://www.kfq.or.kr).
한국품질재단에 인증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직은 신청 규격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 국제기준

및 한국품질재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내용은 한국품질재단 Home-page (http://www.kfq.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 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For ISO 9001 application, if the any problem takes place even before issuing a certificate (from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to completion of certification registration), and if product or service has serious negative reaction from

customers or has regulation problems (in case of recall products or reparation of product), the organization shall

immediately inform us.   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도(인증 신청시부터 인증등록완료까지) ISO 9001인증을 신청한 조직의 경우 제공되

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고객 및 일반대중)으로부터 심각한 부정적 반응이 있는 경우 혹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제

품을 리콜하거나 배상을 하는 경우 등) 품질재단으로 이를 즉시 통보 하셔야 합니다.

2.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ATF 16949 certification

    IATF 16949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Operation performance of quality system for more than one year is required.
1년 이상의 품질시스템 운영 실적이 요구됩니다.

In regard to the quality system operation performance for more than a year above, an organization can provide

information for stage 1 audit including one full cycle of internal and external performance data, internal audit and

management review, but if there isn’t internal and performance data for 12 months, KFQ may issue a letter of

conformance instead of certificate. The conditions for issuing the letter of conformance is the following, and if

certain requirement is fulfilled after, the certificate will be issued to replace the letter of conformance.
상기 1년이상의 품질시스템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내부 및 외부성과자료와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에 대한 한번의 전과정 실시를 포함한 1단계심사

(준비성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12개월간의 내부심사 및 성과자료가 없는 경우 인증서 대신 적합성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적

합성증서 발급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일정한 요구사항이 추후 충족되는 경우 인증서로 교체 발급됩니다.

1) In case a new site exists 신규현장인 경우

2) In case an organization can demonstrate it is on an active bid list for a customer requiring IATF 16949

     certification or compliance.   조직이 IATF 인증 또는 이 규격의 준수를 요구하는 고객의 유효입찰 리스트 상의

    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경우

Except the case that design responsibility clearly belongs to the customer, it is considered that the design

responsibility belongs to the organization, and design responsibility shall be included in audit scope. If applicant

cannot submit evidence that customer has design responsibility, design exclusion is not possible.
설계의 책임이 명백히 고객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책임은 인증신청조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설계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설계 제외는 불가합니다.

The certification can be possible only for main site for production, and for system about automobile-related

component/product. If the main site have other site which is as a department and as the same legal entity, the

other site shall be subject to audit and certification according to corporate scheme.
인증은 생산현장을 주사업장으로 한 인증만 가능하고 자동차 관련 부품/제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 받으려는 제조현

장에 속한(인증 받으려는 제조현장의 한 소속부서이면서 동일법인체로서) 다른 주소지의 제조활동이 수행되는 현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인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복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인증 및 심사가 수행됩니다.

─────────────────────────────────────────────
Form No. G1100-9(13) 1 of 6



Specific Requirement for

certification registration per each audit standard
심사규격별 인증등록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

▪

▪

▪

▪

▪

▪

▪

▪

▪

ISO/TS 29001 covers ISO 9001 requirements.   ISO/TS 29001 인증신청 조직은 상기 ‘ISO 9001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5.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15378  ISO15378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In case applying for ISO 15378 certification, an organization shall meet the specific industrial requirements or

instructions as well as ISO 9001 requirements.   ISO 15378 인증등록을 위해서는 ISO 9001의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규격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산업분야의 특별한 추가요구사항 이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ISO 15378 covers ISO 9001 requirements.   ISO 15378 인증신청 조직은 상기 ‘ISO 9001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적

용됩니다.

In case applying for ISO/TS 29001 certification, an organization shall meet the specific industrial requirements or

instructions as well as ISO 9001 requirements.   ISO/TS 29001 인증등록을 위해서는 ISO 9001의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규격

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산업 분야의 특별한 추가요구사항 이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For TL 9000 certification registration, adequate performance data concerning relevant product group indicated in

TL 9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performance indicator handbook shall be submitted to QuEST Forum,

and i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from the QuEST Forum.   TL 9000 인증등록을 위하여는 TL 9000 품질경영시스템 성과지표

핸드북에서 제시된 해당 제품군에 적절한 성과지표 관련 데이터를 QuEST Forum에 제출하여 하고 이를 QuEST Forum으로부터 서면 확인 받아

야 합니다.

An audit on remote supporting function is conducted ahead of the site audit (stage 2 audit), and it is impossible to

certify remote supporting function itself.   원격지 지원 기능에 대한 심사는 현장심사(2단계 심사) 전에 실시하며 원격지 지원 기능만

독립적으로는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If any problem takes place even before issuing a certificate (from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to completion of

certification registration), In case that an organization receive any claim from customer requiring IATF 16949

certification (especially in case of customer claim.
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도(인증 신청시부터 인증등록완료까지) IATF 16949  인증을 요구한 귀 조직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고객클레임 사항

이 있는 경우 품질재단으로 이를 즉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In case of an organization that applies for certification to KFQ to transfer certification body while maintaining IATF

16949 by other certification body, existing certificate should be maintained until KFQ completes issuance of

certificate.   다른 인증기관에서 IATF 16949 인증을 유지하다가 당 품질재단으로 인증기관을 전환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을 한 조직의 경우 당

품질재단에서 인증서가 발급 완료될 때까지 기존 인증기관의 인증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TL 9000 certification TL 9000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After conducting TL 9000 audit, in case an additional audit is required from the Accreditation Body, the requested

additional audit shall be conducted.   TL 9000 심사진행 후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으로부터 추가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요구된

추가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TL 9000 certification shall comply with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9001 certification” above as well.   TL 9000 인증신청 조직은 상기 ‘ISO 9001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4.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TS 29001  ISO/TS 29001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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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rganization applying for the certification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relevant date, time and season,

etc to KFQ before the beginning of the audit, so that the audit can be conducted while representative production

line and business category and area within the certification scope are being operated.    인증신청 조직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증범위 내의 대표적 생산라인, 업종 및 부문이 운영 중일 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활동 시작 전에 관련 일자, 시간 및 계절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If an organization’s process, business category, product or service affects the green management activity, the

organization cannot exclude any part of process, business category, product or service from the certification

scope.   인증신청 조직의 프로세스, 업종, 제품 또는 서비스가 녹색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인증범위로부터 프로세스,

업종,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6.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If there is severe environmental accident or violation of the law even before issuing a certificate (from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to completion of certification registration), it shall be immediately informed to KFQ.   조직은 (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도(인증 신청시부터 인증등록완료까지))  중대한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품질재단으로 즉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7.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KSI 7001/7002 (green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KS I 7001/7002 (녹색경영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certification shall collect, analyz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the

gree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quired by the green management system, and regularly report

to CEO.    인증신청 조직은 녹색경영체제에서 요구하는 녹색경영성과평가의 성과지표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certification of green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 shall also comply with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14001 certification” above as well.   녹색경영체체 인증신청 조직은 상

기 ‘ISO 14001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8.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50001 (Energ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 50001 (에너지경영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certification shall collect, analyz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energy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quired by the green management system, and regularly report to CEO.
인증신청 조직은 에너지경영체제에서 요구하는 에너지경영체체의 성과지표를 수집,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If an organization’s process, business category, product or service affects energy efficiency, energy utilization,

and amount of energy used, the organization cannot exclude any part of process, business category, product or

service from the certification scope.   인증신청 조직의 프로세스, 업종, 제품 또는 서비스가 에너지효율,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증범위로부터의 프로세스, 업종,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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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45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If there is severe accident or violation of the law even before issuing a certificate (from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to completion of certification registration), it shall be immediately informed to KFQ.   조직은 (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

도(인증 신청시부터 인증등록완료까지))  중대한 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품질재단으로 즉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An organization cannot exclude any part of process, business category, product or service from the certification

scope, related with food chain affecting food safety of final product within certification scope.   인증신청 조직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증범위 내 최종제품의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식품사슬과 연계된 프로세스, 업종,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범위로부터 제외할 수

없습니다.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the certification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relevant date, time and season,

etc to KFQ before the beginning of the audit, so that the audit can be conducted while representative production

line and business category and area within the certification scope are being operated.    인증신청 조직은 인증범위에 포

함되는 대표적인 생산라인, 업종 및 부문이 운영 중일 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활동 시작 전에 관련 일자, 시간 및 계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12.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IEC 27001 (Inform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IEC 27001 (정보보안경영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If there is severe accident or violation of the law even before issuing a certificate (from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to completion of certification registration), it shall be immediately informed to KFQ.   조직은 (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

도(인증 신청시부터 인증등록완료까지))  중대한 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품질재단으로 즉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11.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FSSC 22000 (Food Safety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FSSC 22000 (식품안전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The organization shall comply with the above clause 9 requirments. Additionaly, when the legal action or product

recall of product safety occur, the organzation shall notify KFQ of the contents within 3 days.  상기 ISO 22000 의 요구

사항에 추가적으로 조직에 제품안전 또는 법규 측면의 법적조치 및 제품 회수조치가 발생한 경우, 3일 이내에 이를 품질재단에 통보하여야 합니

다.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the certification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relevant date, time and season,

etc to KFQ before the beginning of the audit, so that the audit can be conducted while key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y within the certification scope are being operated.    인증신청 조직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증범위 내의

주요 에너지생산, 소비활동이 운영 중일 때 심사팀이 조직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활동 시작 전에 관련 일자, 시간 및 계절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If there is the occurrence of a serious incident or breach of regulation necessitating the involvement of the

competent regulatory authority even before issuing a certificate (from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to completion of

certification registration), it shall be immediately informed to KFQ.   조직은 (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도(인증 신청시부터

인증등록완료까지)) 심각한 사건이나 관련된 규제당국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 법규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품질재단으로 즉시 통보하

셔야 합니다.

10.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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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KFQ 9004 assessment   KFQ 9004 평가신청 조직에 대한 안내사항

ISO 10002 was developed by KFQ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ISO 10002 to certify an organization’s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system, so any accreditation body’s accreditation isn’t be marked on

certificate. This certification shall not be deemed as an accredited certification when promoting.   ISO 10002는 조직의

고객불만경영시스템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표준 ISO 10002를 바탕으로 한국품질재단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증제도로서, 인증서에 특정 인정기관

의 마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인증홍보시 특정 인정기관에 의한 인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If there is information containing confidential or sensitive information, and if the information cannot be shared with

KFQ auditor team, the organization shall inform KFQ in advance. Otherwise, the audit and certification activity

can be suspended.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범위에 있는 정보이나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심사 시 심사팀에게 접근을 허용

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사전에 품질재단으로 통지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심사 및 인증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3.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IEC 20000-1 (IT Service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IEC 20000 (IT서비스관리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KFQ 9004 assessment is the service that evaluates the level of an organization’s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s the organization with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so it has different purpose from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Therefore, some part of Agreement on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regarding

operation of certification cannot be applied to KFQ 9004.   KFQ 9004 평가는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

를 조직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경영 시스템 인증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경영시스템인증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인증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In case applying for KFQ 9004 assessment, one-time assessment will be implemented, and evaluation report and

assessment certificate indicating the maturity level will be provided (if more than certain level). The assessment

certificate only shows the level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at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with effective period will not be provided.   KFQ 9004 평가를 신청하시는 경우 1회성의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보고서와

성숙도 수준이 표기된 평가인증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를 제공합니다. 이 평가인증서는 평가 당시의 품질경영시스템 수준만을 제시하는 것으

로 유효기간을 제시하는 경영시스템 인증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If there is severe accident or violation of the law even before issuing a certificate (from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to completion of certification registration), it shall be immediately informed to KFQ.   조직은 (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

도(인증 신청시부터 인증등록완료까지))  중대한 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품질재단으로 즉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Regarding the IT service that an organization desires to be certified, where a part of function is outsource for

provision of relevant IT service, for outsourced function, the organization shall control all the processes required

by ISO/IEC 20000-1 standard, and be able to demonstrate it.    인증획득을 원하시는 IT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IT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일부의 기능이 외주 처리되는 경우 외주된 기능에 대하여도 ISO/IEC20000-1에서 요구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을 원

하는 조직이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Requirement for an organization applying for ISO 10002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O 10002 (고객만족경영체제) 인증신청 조직에 대한 안내사항

If there is severe accident or violation of the law even before issuing a certificate (from application of certification

to completion of certification registration), it shall be immediately informed to KFQ.   조직은 (인증서가 발급되기 이전이라

도(인증 신청시부터 인증등록완료까지))  중대한 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품질재단으로 즉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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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Requirement for

certification registration per each audit standard
심사규격별 인증등록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

< END 이상 >

KFQ 9004 assessment service was developed by KFQ to present an organization’s quality management system

level. Since it is not certification activity based on certain accreditation criteria, please be advised that it shall not

be deemed as an accredited certification when promoting.    KFQ 9004 평가 서비스는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성숙도를 제시

하기 위하여 한국품질재단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서비스 제품으로서, 특정 인정기준에 의하여 운영되는 인증활동이 아니므로 평가결과를 홍보

하실 경우 인정기준에 의한 인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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