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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GOEIC VoC 프로그램 
TUV 라인란드의 Col 서비스를 통해 이집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규격 미달 제품 및 유해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집트 수출입청 GOEIC(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이집트 적합성 검증(VoC, Verification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규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GOEIC 에 기업 등록을 하고 VoC 

규정에 따른 선적 적합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UV 라인란드는 이집트 GOEIC Scheme 의 공인 

검사기관으로서 Col (Certificates of Inspection, 검사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TUV 라인란드는 귀사의 제품이 GOEIC 규정을 준수하고 

원활한 통관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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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아랍 공화국 소개 
출처 : https://data.un.org/ 

 

 

  

수도 : 

카이로 

GDP : 

약 3,173 억 5,900 만 달러 

(2019 년 기준) 

인구 : 

약 1 억 428 만 명 

(2021 년 기준) 

수입가치 : 

약 602 억 8 천만 달러 

(2020 년 기준) 

https://data.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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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IC 에 따른 규제 대상 품목 :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건축 자재 화장품 및 위생용품 어린이 장난감 

건전지 및 골프 배터리 방전등 또는 방전관; 

밸러스트(안정기) 

전기 제품 전기 변압기, 정적 변환기 

(예 : 정류기) 및 인덕터 

에너지 절약 전구 가구 LPG 실린더용 휴대용 밸브 주방용품 

가정용 저압 레귤레이팅 

또는 컨트롤링 

저전압 케이블 자물쇠 종이 재료 

위생 도기 
밀폐형 배터리 

(Emergency detector batteries) 섬유, 의류, 카펫, 가죽 제품 용접 와이어 

시계    

이집트 GOEIC Scheme 에 따라 이집트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에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여 제품이 해당 표준 및 규제를 충족함을 

입증하는 Col(Certificate of Inspection, 검사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수출 전 적합성 검증 프로세스 (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제출 서류: 

 신청서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Test report) 

 Pro-forma invoice 

 제품 정보 

 B/L 

 

기타 정보 

 
전압 

220V 

주파수 

50Hz 

언어 

라벨/마킹/사용 설명서: 아랍어 또는 영어 

GOEIC 규정 

(해당되는 경우) 

제품 시험 

(해당되는 경우) 

문서 검토 

인증서 

발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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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V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8 길 25  

세미콜론 문래 N 타워 2 층 

Tel. +82 2 860 9860 

Fax. +82 2 860 9861 

info@kor.tu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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