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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Germany, 독일

인증명
TUV

(Technischer Uberwachungs Verine .e.V, 독일기술관리협회)

품목명 전기 및 전자제품 등
인증구분 강제

HS CODE -

근거규정 Gerate Sicheitzgesetz (기기 안전법), EN, DIN, CISPR(IEC) 등 

인증개요

독일에 있는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산업계의 안전에 관련된

여러 시험 및 인증 업무를 담당해 온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기관 (기술

검사협회로서 독일 연방의 품질보증체제의 중심적인 전문기관이고 정부 

공인의 검사기관) 독일 전역에 걸쳐 다수의 TUV 기관이 있으며, 기계, 

전자·전기, 자동차, 화학설비, 원자력, 항공기 등 제반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종 EU Directives 및 독일의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을 부여함)

○ 설계·제법에 관한 검사와 승인 : 

1. 각종 플랜트 (공장설비) 또는 현장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기 등의 설계에  

  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승인한다. 

2. 주로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플랜트 또는 관련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반드시 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공장 인정

1.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검사·승인이 전제가 되어 공장의 인정도 실시한다.

2. 공장이 제조하는 재료 또는 기기에 대하여 제조설비, 제조범위, 시험

검사 설비, 품질보증 프로그램, 인적능력에 대하여 심사를 실행한다.

적용대상품목

1) 원자력 발전소

2) 전기 및 전자 통신 

3) 건설 

4) 승강기

5) 철도

6) 자동차

7) 놀이 공원 및 놀이기구

8) 의료기기 

9) 환경 및 친환경 분야 등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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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V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기관명 TUV 라인란드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tuv.com/korea/ko/

전화번호 82-2-860-9890

이메일 info@kor.tuv.com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인증기관

기관명 TUV Rheinland e.V

홈페이지 www.de.tuv.com

전화번호 82-2-860-9890

이메일 info@kor.tuv.com

예상시험비용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예상소요기간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유의사항

기타

○ 인증관련 시험·평가 

-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독일 국내에 있는 TUV-PS 시험

시설에 샘플을 송부하여 동 시설에서 시험을 실행하는 방법 외에

신청자, 제조자, 또는 TUV 인정 시험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시험·측정기기가 교정완료

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고, 시험·측정기사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숙련

하고 있을 것 등, 정확한 시험·측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검사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TUV-PS는 신청자로부터 받은 샘플과 

자료를 기본으로 시험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자료나 교환 부품 

등이 부족 할 경우는 신청자에게 다시 청구될 수 있다.

인증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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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V 인증신청 절차

인증절차

1. 인증상담 : 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상담 

2. 인증기관의 견적서 발송 : 제공받은 정보와 상담결과를 토대로 견적을

산출하여 발송 

3. 계약체결 : 견적에 대한 사항을 고객이 승인하게 되면 계약 체결 후

고객과 협의 하에 심사일정을 정하고, 이후 고객이 필요한 서류 및

샘플을 송부 

4. 시험 및 평가 : 시험기관을 통하여 해당규격에 따른 시험 및 적합성

  평가를 수행 

5. 초기공장심사 : 해당제품이 규격에 만족되면, 시험성적서 작성 후 해당

  심사원이 공장심사를 실시 

6. 인증서 발급 : 시험 및 공장심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급됨

7. 사후 심사 : 사후심사는 인증에 따라 연 2회 또는 4회 실시되어 인증

  제품의 품질관리절차를 거치게 됨

인증절차도

출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2020. 1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