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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Germany, 독일

인증명
DIN

(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 독일규격협회)

품목명
전기 및 전자제품류

(전기, 전자, 의료 등 전 산업분야)

인증구분 임의

HS CODE -

근거규정 DIN, DIN EN

인증개요

독일규격협회는 1917년 베를린에서 민간 비영리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기술

부문 전반에 걸쳐,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전기 기술부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IN과 독일 전기 기술자협회 (VDE)가 공동으로 

CENELEC 멤버로 되어 있는 독일 전기기술협회 (DKE)를 합동 운영한다.

시험검사를 DIN CETRO가 승인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

할 경우에 인증을 부여한다.

○ DIN CETRO :

1. DIN의 부속기구로서 유럽 및 국제표준포럼에서 공식적 독일 대표역할을 하며,  

  지정된 실험실과 협력하여 인증업무를 주관한다.

2. 적합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시험 (testing)과 인증 (certification)의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운영방침이다.

3. 인증에 필요한 실험실 분석이나 생산공정의 검사는 DIN CERTCO가 심사하여  

  인가된 기관이 수행한다.

4. 세계적으로 130여개의 독립적인 시험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

5.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증제도가 요구될 경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인증제도를 개발한다.

적용대상품목

1) 전기 및 전자 제품 

2) 기구 및 기계류 

3) 의료기기

4) 압력용기

5) 기스기기

6) 눈 및 안면 보호장치

7) 난방기구

8) 환기 기구 및 시스템

9) 자동차 부속품

10) 스포츠 및 레저장비

11) 소프트웨어

12) 생분해성 물질

13) 건축재료 및 관련 생산품

14) 석유제품

15) 치과의료기기

16) 의류 및 편물체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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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기관명 DIN CERTCO – TUV Rheinland Group

홈페이지 www.dincertco.de

전화번호 49-(0)30-7562-1131

이메일 info@dincertco.de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기타 DIN CECTRO에서 승인한 시험기관 리스트

인증기관

기관명 DIN CERTCO – TUV Rheinland Group

홈페이지 www.dincertco.de

전화번호 49-(0)30-7562-1131

이메일 info@dincertco.de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인증유효기간 DIN마크인 경우 4년

기타

DIN 인증과 라이센스를 수여받은 후 지속적으로 규정된 요구조건의 

수행여부 확인과 높은 품질표준의 일관성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사후

심사를 하고 있다.

유의사항

필요서류

1. 서명된 신청 양식 2. 전기 정격 3. 취급설명서 4. 외관도 5. 사진 

6. 회로도 (전원부 필수, 복잡한 기기는 시스템 전체의 블록·다이어그램 첨부)

7. CB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 (보유시)

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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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 인증신청 절차

인증절차도

출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2020. 1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