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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Russia, 러시아

인증명

RTN 

(ROSTEKHNADZOR_Federal Service for Ecological, Technological and 

Nuclear Supervisio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품목명 유해물질 장비 등
인증구분 임의

HS CODE -

근거규정

유해 산업 시설의 산업 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No. 116-FZ Order 

of Rostekhnadzor No.538, 14.11.2013 (registered Ministry of Justice of 

Russia 26.12.2013, reg. no. 30855)

인증개요

RTN 인증은 관련인증발급에 필요한 추가인증으로서, 예를 들어, 관련

제품의 GOST인증발급조건에 RTN사용허가증획득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인증이다. 산업 안전 승인 시스템은 러시아에서 “유해

산업 시설의 산업 안전에 관한” 연방법 №116-FZ 에 1997년 7월 21일자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의 산업 안전 분야 허가, 통제/관리 및 감독 기능은 

2004년 3월, GGTN(Gosgortekhnadzor)에서 Rostekhnadzor(RTN)로 연방 

생태학, 환경 및 원자력 감독국에 위임되었다. 또한, 2004년 5월 20일에 

대통령령에 의해 연방 원자력 감독국과 병합되었다. RTN 허가증은 유해 

장비·기술적기기의 작동을 허가하는데 이용된다. 

적용대상품목

유해물질이 생산, 사용, 저장, 운송 또는 활용되는 공장에서 작동되는 장비

(화염성 물질, 산화제, 연료, 폭발물, 독성 물질과 맹독성 물질, 환경적으로

비친화적인 물질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산업장비)

인증절차

1. 서류 검토(Expert Review) 

  - 설계 안전 : 설계, 재료 및 측량 점검 

  - 작동 시 안전 : 유지 및 보수, 관리 시스템 

  - 환경적 안전 : 누수, 폭발 가능성, 전기 안전, 방음

2. Expert Review 후 “Expert Cconclusion” 이라 부르는 보고서 작성 

3. Expert Conclusion이 긍정적 (해당장비가 표준과 기준에 부합)이면

기술문서와 함께 RTN 모스크바 본사의 기술 위원회에서 검토 후 사용

허가서 발급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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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N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기관명
RTN (ROSTEKHNADZOR_Federal Service for Ecological, Technological 

and Nuclear Supervisio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홈페이지 http://www.rs-head.spb.ru/en/index.php

전화번호 7-812-314-07-43

이메일 024@rs-head.spb.ru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인증기관

기관명
RTN (ROSTEKHNADZOR_Federal Service for Ecological, Technological 

and Nuclear Supervisio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홈페이지 http://www.rs-head.spb.ru/en/index.php

전화번호 7-812-314-07-43

이메일 024@rs-head.spb.ru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유의사항

필요서류

○ RTN 사용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서류 검토가 Rostekhnadzor

   면허 대리기관에 의해 실행된다. 서류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부분이 포함된다.

  1. 설계 안전 설계, 재료 및 측량 점검 

  2. 작동 시 안전 유지 및 보수 지시, 관리 시스템, 수리학/수력학 등 

  3. 환경적 안전 누수, 폭발 가능성, 전기 안전, 통풍 및 방음

기타

○ RTN 허가증 유형 

  1. 기술 장치의 허가 (러시아에 장비 한 가지를 제공해야 할 경우 해당)  

  2. 단일·일회성 선적 허가 (한번의 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해당) 

  3. 기술 장치 라인 허가증 (동일 장비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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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샘플

출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2020. 1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