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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오너와 인쇄사, 그리고 기획사를 위한 
인증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실습 트레이닝

BrandQ는 전체 인쇄 공급망에 걸쳐 인쇄 품질 모니터링과 제어에 도움이 되는, 입증된 방식

을 교육합니다. 브랜드오너와 인쇄사, 그리고 기획사를 위해 실무 교육과 평가 도구, 기술 자

료 및 심도 있는 인쇄 감리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인쇄 공급망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감리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dealliance.org/BrandQ

BrandQ teaches proven methods to help you monitor and control print quality 
across the entire supply chain. BrandQ offers hands-on training, assessment tools, 
technical resources, online education, and in-depth auditing to align brands and 
their supply chain.

Certification & Training Program for  
Brands and Suppliers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your print suppliers.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dealliance Southeast Asia, Japan & Korea로 문의하세요

02-2026-5123 ┃ hjahn@idealliancekorea.org

BrandQ 개인 인증

BrandQ 매니저(BrandQ Manager)

BrandQ 매니저 인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에 민감한 산업에 있어 디자인부터 교정, 인쇄, 그리고 납기

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패키징 공급망을 위한 기대치 설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지식, 측정 및 지속적이

면서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BrandQ 매니저 인증은 BrandQ 트레이닝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한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

램으로 이 인증을 취득한 BrandQ 매니저에게는 Ideallianc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며, 브랜드오너 및 인쇄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및 토론 그룹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

격이 부여됩니다. 

BrandQ 공인 서플라이 체인 엑스퍼트(BrandQ Certified Supply Chain Expert) 

BrandQ 공인 서플라이 체인 엑스퍼트 인증은 전체 패키징 공급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증 프로그램입

니다. BrandQ 공인 서플라이 체인 엑스퍼트 트레이닝은 이론과 실기 및 인쇄 평가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를 이수하고 인증 시험에 통과한 후 그 실력이 입증된 전문가들에게는 Idealliance에서 BrandQ 

공인 서플라이 체인 엑스퍼트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BrandQ 엑스퍼트는 브랜드오너와 그 인쇄 생산 

파트너들에게 계측, 컬러측정, 표준 및 사양을 교육해서, 이들 사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총체적인 공급

망에 걸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지원하고 컨설팅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인증을 취득한 개

인은 인쇄 감리를 실시하는 주요 브랜드들에게 감리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쇄사들이 브랜드오너들

에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인쇄 협력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BrandQ 업체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BrandQ 공인 서플라이 체인 엑스퍼트는 Idealliance BrandQ 글로벌 디렉토리에 등록

되며, BrandQ의 강사 및 전문가로 추천됩니다. 또한 BrandQ 온라인 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BrandQ 포럼 

및 토론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인쇄 공급 업체를 위한 BrandQ 인증

BrandQ 공인 서플라이 체인 업체(BrandQ Certified Supply Chain Facility)

BrandQ 공인 서플라이 체인 업체는 브랜드오너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공급업체

에 발행되는 인증입니다. Idealliance는 브랜드 오너들이 필요로 하는 BrandQ 감리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공급 업체에게 BrandQ 공인 서플라이 체인 업체 인증을 발급합니다. 공급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리가 있지만 BrandQ 감리는 브랜드별로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정의된 감리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업체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직원 지식 평가 및 역량 시연으로 구성됩니다.

BrandQ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서플라이 체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BrandQ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글로벌 브랜드 오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품질 관리 및 인쇄 감리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브랜드 오너들은 인쇄 감리 도구와 요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인쇄사

들은 감리 내용 및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인 BrandQ를 통해, 글로벌 서플라

이 체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Idealliance BrandQ 프로그램은 브랜드 오너와 패키징 인쇄 공급 체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인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