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Y & JUVENILE PRODUCT

SGS IC Mark
(Independently Checked Mark)
SGS는 시험이나 규정의 적합성을 통해 제품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 ‘Independently Checked Mark’ (SGS
IC MARK)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소비자 제품에 SGS IC Mark을 표시하여 독립적인 제 3 자 인증기관에서 시
험.평가 되었음을 증명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아래 6
가지 시험유형 중에서 1가지 이상의 시험 평가를 진행하면 SGS IC mark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마크의 사용이 쉬워집니다.



Quality (품질)



Performance (성능)



Durability (내구성)



Functionality (기능성)



Usability (유용성)



Workmanship (마감)

SGS IC Mark 장점
 경쟁 우위 – 제품들은 모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국제기준에 적합을
해야 합니다. SGS IC Mark 는 품질, 기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쉽게 눈에 들어오게 하고, 모든 시험정보를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명성 - QR 코드를 통해 제품의 시험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가 가능합니다.
 품질 - SGS IC Mark 는 제품에 요구되는 사항 및 규정을 계속 준수하
는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험 및 검토합니다.
 신뢰 –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 후 독립적인 제 3자 기관에서 시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므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지속에 도움이 됩
니다.

Laboratory Testing Service
SGS Korea Co., Lt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
디오밸리 322호 (431-080)
T : 031-460-8117
E : kr.hl@s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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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SGS IC Mark를 획득한 모든 제품에는 QR 코드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쇼핑하는 동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제품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명
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
아집니다. SGS IC Mark는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GET READY
FOR THE
GLOBALIZED
MARKETPLACE
WITH MORE
STRINGENT
REQUIREMENTS

엄격한 테스트
소비자는 제품의 시험 검사 및 투명성에 대한 엄격하고 구조화된 프로그램
에 의해 백업되므로 SGS IC Mark를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S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제품의 최초 시험 및 승인에 이어 지속적으로
준수 할 수 있도록 매년에 1회 이상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SGS IC MARK 절차
최초승인

갱신 (최초승인 후 1년 뒤)

신청

시판품 조사

제품검토

시험

6가지 시험 유형 중

IC MARK 사용 유지

최소 1개의 시험 결정

시험

SGS 승인 및 번호부여

IC MARK 사용

SGS KOREA
SGS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엄격한 규정과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산업에
종사하든 SGS는 국제 전문가 팀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GS KOREA는 축적된 기술과 인력, 시험장비, 공신력 있는 인증 체계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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