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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OEM 업체 및 

전 세계 공급 업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국제 표준 및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TÜV 라인란드는 자동차 업계의 OEM 제조 업체 및 공급 업체를 위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시험,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ÜV 라인란드의 자동차 휠 및 타이어 시험소는 최신 시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엔지니어가 검증된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포괄적인 시험 및 승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our benefits at a glance
TÜV 라인란드의 자동차 휠 및 타이어 시험 서비스 장점:

 ▪ 국제 및 국가 표준, 지침에 대한 적합성 확보

 ▪ 차량 및 액세서리의 원활한 시장 진입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팀에 의한 문서 작성, 시험, 보고서, 

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

 ▪ 맞춤형 휠 시험 분야에서의 TÜV 라인란드의 오래된 경험과 

전문성 

 ▪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TÜV 라인란드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브랜드 강화

Why TÜV Rheinland?

 ▪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에서의 140 년 이상의 경험

 ▪ 글로벌 네트워크 - 69개국, 500개 이상의 지사

 ▪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 마크

 ▪ 인증·시험 제품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Certipedia 

 ▪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험·인증 절차 

 ▪ 국제 시장에 빠른 진출 

 ▪ 세계 각국에서 추출 검사가 가능

 ▪ 원스톱·시험인증 서비스

주행시 안전을 위한 자동차 휠 및 타이어 시험

https://www.tuv.com/korea/ko/lp/mobility/automotive-solutions/


시험 범위 및 규격 참조

휠 시험 

 ▪ 림 회전 시험

 ▪ 충격 시험

 ▪ 치수 (Dimension)

 ▪ 굴곡 피로 시험

 ▪ 부식 평가

 ▪ 염료 침투 시험 

휠 시험 규격 

 ▪ SNI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 오토바이 및 사륜차: 강철 및 

합금 휠 (SNI 1896)

 ▪ SNI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 2개 이상의 휠을 갖는 자동차 

(SNI 4658)

 ▪ UN ECE-R 124 - 승용차 및 트레일러 교체 휠

 ▪ 독일 StVZO - 애프터마켓 휠

 ▪ 브라질 Inmetro 규격

타이어 시험 규격 

 ▪ 인도네시아 SNI 0098, SNI 0099, SNI 0100 - 승용차, 경트럭, 

트럭·버스

 ▪ 인도네시아 SNI 0101 - 오토바이

 ▪ UN ECE-R30, R54, R75 - 승용차, 상용차, 오토바이 (MC)

 ▪ 일본 JIS D4230 - 승용차, 경트럭, 트럭 · 버스

 ▪ 브라질 Inmetro R165 (승용차), R205 (경트럭 및 트럭·버스) 

지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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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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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Inmetro) 등 각국 정부로부터 시험 기관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인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는 국제 규격 (유럽, 브라질, 인도, 필리핀,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인도네시아 표준 (SNI) 외에 StVzO (독일)

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에서 발행되는 시험 보고서는 칠레, 콜롬비아, 

홍콩, 이스라엘, 태국, 터키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승인되어 

있습니다.

Always a good sign. 

TÜV 라인란드 테스트 마크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으로 TÜV 라인란드의 테스트 

마크는 안전과 품질을 상징하며,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TÜV 라인란드에 의해 투명하게 시험, 인증 

및 검사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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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1. Manufacturer/Applicant

2. Application Review

3. Testing

4. Technical Review

5. Reporting

TÜV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8길 25
세미콜론 문래 N타워 2층
Tel. 02-860-9860
Fax. 02-860-9861
E-mail: info@kor.tuv.com

www.tuv.com

타이어 시험

 ▪ 치수 (Dimension)

 ▪ 트레드 마모 표시

 ▪ 구슬제거응접 (Bead unseating)

 ▪ 파괴 에너지 (Breaking energy)

 ▪ 내구성

 ▪ 낮은 타이어 압력

 ▪ 고속 (High speed)

6.	Cer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