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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France, 프랑스

인증명
NF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프랑스표준규격)

품목명 안전장비, 산업제품 등
인증구분 임의

HS CODE -

근거규정 NF (Norme Francaise: 프랑스 국가규격), CEN 등

인증개요

NF 마크는 프랑스 규격 NF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품인증분야

인증으로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은 AFNOR 및 AFNOR로부터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NF 인증기관에서 발행한다. NF 인증은 프랑스 국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인증제도로서 프랑스에 수출하기 위해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강제적이지는 않으나 프랑스 국내에 유통 중인 거의 전 품목이 NF마크를

획득하고 있다. NF 규격 중 전기규격은 프랑스 전기기술협회(UTE)가

관장하고 있으며 전기제품(전기부속품, 가정용 전기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인증업무는 전기기술협회 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UTE 마크를

부여 (UTE마크 규격기준은 NF 규격기준과 동일)하고 있으며 그 외 규격은

AFNOR이 담당하여 UTE가 제정한 규격은 AFNOR에 의해 NF 규격으로 

등록된다.

적용대상품목

1) 안전장비

2) 산업제품

3) 전기기기

4) 환경제품 

5) 가전제품

6) 소비자 제품 등

인증절차

1. 제조업체 인증요건 분석 

   AFNOR 인증 및 NF 네트워크 회원기관은 제조업체의 인증요건을

분석하여 해당되는 NF 마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조업체에 발송한다.

(일반 규정, 마크 관련 규정, 가격 조건 등) 

2. 인증 신청 

  제조업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인증 요청 케이스 파일을 생성하면 

NF와 제조업체는 함께 인증을 위한 실무 내용을 결정한다. 

3. 시험/평가 및 유효성 검토  

  NF는 제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업체의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NF 인증서를 발급한다. 

4. 마크부착 

  제조업체가 제품, 포장, 기술문서 등에 마크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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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NF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기관명 GINGER CEBTP

홈페이지 https://www.ginger-cebtp.com

전화번호 33-(0)-1-30-85-24-00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기타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은 AFNOR 및 AFNOR로부터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NF 인증기관에서 발행

인증기관

기관명 AFNOR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

홈페이지 www.afnor.org

전화번호 33-(0)1-41-62-80-00

이메일 certification@afnor.org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유의사항

기타

○ 사후관리 

NF는 제조업체의 제품과 품질조직이 NF 마크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며 사후관리는 제품마다 다르다.

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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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 인증신청 절차

인증절차도

출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2020. 1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