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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V 라인란드 자동차 및 부품 
검사∙인증 서비스

TÜV 라인란드는 독일(KBA), 룩셈부르크(SNCH), 네덜란드(RDW), 

아일랜드(NSAI), 인도네시아(KAN), 말레이시아(JPJ), 브라질

(INMETRO) 등 각국 정부로부터 인증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QMS 심사부터 Lab 심사, 제품 검사 및 

인증까지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는 

브라질 자동차 시장 

진입을 위해 휠, 

글래스, 쇽 업소버, 

전구, 연료펌프, 혼, 

피스톤 핀, 스넵링, 

피스톤링, 배터리, 

TÜV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이앤씨벤처드림타워 6차

Tel: 02-860-9860

Fax: 02-860-9861

E-mail: info@kor.tuv.com

 · 브레이크 패드

 · 자동차 휠

 · 전기차 배터리 팩

 · 안전삼각대

 · 시트벨트

 · 경음기

 · EMC

유럽 형식 승인 (e-mark/E-Mark)

유럽내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경우 EU Directive/Regulation* 및 

UN-ECE Regulation**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절차가 완료된 

제품에는 e-mark 또는 E-mark 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EU (유럽 연합) 법규,
** UN-ECE (국제연합-유럽 경제 위원회) 법규

형식 승인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이어

 · 엔진

 · 오토바이용 헬멧

 · 램프

 · 내장 부품

 · 유리

 · 미러

 · 연료 탱크

TÜV 라인란드 전문가들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형식 승인(homologation) 업무 

및 이와 관련된 CoP(제품 적합성) 초기 심사, 

제품 시험 및 행정 절차 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인증 서비스

튜닝부품의 StVZO 규격 검사를 통한 독일 

KBA 인증을 비롯해 브라질(INMETRO), 

인도네시아(SNI), 인도(ARAI) 인증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INMETRO 인증

브라질 정부기관인 국립산업품질도량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는

자국 무역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INMETRO 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강제화하고 있으며, INMETRO가 허가한 

인증기관(OCP)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INMETRO는 인증, 검사, 시험기관 등의 감독 

및 인증된 제품에 대한 등록관리 절차로 

강제인증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수입업자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SNI 인증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는 인도네 

시아 국가 규격으로, 인도네시아 내 수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은 SNI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휠, 

타이어, 글라스 등이 있으며, TÜV 라인란드 

코리아는 SNI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 

Indonesia(인가번호 : LSPr-026-iDN)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청부터 등록까지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조향장치 관련 부품,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 자동차 부품 관련하여 QMS 

심사부터 Lab 심사, 제품검사,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브라질 

INMETRO 인증기관으로, TÜV 라인란드 

브라질 지사는 OCP에 등록된 (등록번호: 

OCP 0004) INMETRO 인증기관입니다.

인도 ARAI 인증

ARAI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는 인도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자동차 

연구 협회이자, 자동차 부품의 형식 승인 

(Type Approval)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인도 내 수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은 ARAI를 통해 Type Approval 

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TÜV 라인란드는 ARAI 출신의 현지 TÜV 

Rheinland India 엔지니어의 풍부하고 

축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서류 

검토 및 인증서 취득까지 전 과정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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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Call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eCall 

(emergency call) 시스템의 유럽 인증 및 

PSAP simulator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ATF 16949

TÜV 라인란드는 독일자동차협의회(VDA-

QMC)의 주요 맴버이자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등록 인증기관으로, 

자동차산업 및 관련 서비스 부품 조직을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인 IATF 16949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완성차 브랜드 평가 서비스

TÜV 라인란드 코리아는 해외 완성차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Showroom 

및 Workshop에 대한 Dealer Standard 

Audit, Mystery Shopping 및 Phantom 

Testing 등과 같은 고객 맞춤형 평가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