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S 인증: UAE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ECAS 인증으로 UAE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는 UAE 규제기관인 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s & Metrology)로 부터 ECAS 승인기관 (Notified Body)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기전자제품의 아래 규제에 대한 ECAS 인증서를 발급할

부착해야 합니다.

하며, ECAS 인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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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V 라인란드의 검사 서비스

ECAS 마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UAE 현지 판매법인/수입사의 무역허가서
··유효한 공인시험소의 안전 성적서
··제조사 정보(원산지 별 생산지 구분)
··제품사진, 메뉴얼, 라벨, 포장재 표기사항 등
··인증서 관련 TUV 라인란드 협약서
··ECAS 마크 사용 규정에 대한 선언서
··G-mark 승인서 (대상일 경우)

제품에 따라 추가 문서 요구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글로벌화로 인해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과 품질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을 준수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된 제 3 자인증기관으로서 TÜV 라인란드는 각 국가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며, 수입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선적전 검사 및 적합성
판정 (PVoC)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8길 25 영시티 N타워 2층
Tel: 02-860-9860
E-mail: info@kor.tu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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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으로 규제 대상 품목은 ECAS 인증을 받아야

(예: G-mark, Oxo-biodegradable

1:1 문의하기

··알제리: COC
··보츠와나: COC
··이집트: COI (Certificate of
Inspection)
··에티오피아: COC
··이라크: COC

··쿠웨이트: TIR (Technical
Inspection Report)
··사우디아라비아: COC
··UAE: COC
··전세계: 일반검사
*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 TÜV, TUEV and TUV are registered trademarks. Utilisation and application requires prior approval.

ECAS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는 ESMA에서

www.tuv.com

ECAS 인증 제품에는 오른쪽, ECAS 마크를

예외 적용 (법령 78/2017):
··에너지 효율 및 라벨 ··RoHS (유해물질제한) ··UAE에서 인정되는 마크를 표기한 제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제품 안전

ECAS 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