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안전승인 (BPS)
TÜV Rheinland Philippines은 필리핀 국가지정 심사 및 시험 기관으로
TÜV 라인란드의 해외 인증 서비스를 통해 필리핀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및 심사/시험 기관정보

인증 절차

필요 서류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 (BPS) /

신청서, 메뉴얼, 라벨, 제품사양서, 현지대리인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Apply to BPS

“TÜV Rheinland Philippines은 필리핀 국가

주요부품리스트, 제조사 정보(업체명, 주소),

강제대상제품군
1. Electric fans

소요기간
심사 및 샘플링 + 현지시험 약 3~4주 내외 +

2. Flat Irons

Testing

3. Kitchen Machines (Blenders)
4. Microwave ovens

인증 약 4 주 (신청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사항

5. Refrigerators

BPS Evaluation

6. Rice cookers, Airpots and Coffee Makers
7. Audio and Video Products
(TV and CD/VCD/DVD players)

··인증서 유효기간 : 3년
··현지 대리인 필수

Issuance of PS Mark

8. Toasters, Electric stoves and Hot plates
9. Washing machines
정격
AC 220 - 240 V, 60 Hz

TÜV 라인란드의 해외 인증 서비스

예외:Motor-operated appliances (operating

1872년에 설립된 TÜV 라인란드는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500여 개 지사에서

test voltage as per IRR), e.g. electric fan,

20,000 여 명의 직원이 귀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TÜV 라인란드는 글로벌

microwave oven, etc.: 230 V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승인 요구사항에 따라 섬유, 의류, 화장품, 장난감, 어린이 제품, 가구,
생활용품, 전기전자 제품, 무선 통신 기기, 헬스케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필요한 시험인증

시험 및 규격

서비스 및 각 국가의 수출 규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V제품: PNS IEC 60065,
HOUSEHOLD 제품: PNS IEC 60335-1, PNS
IEC 60335-2-XX

TÜV 라인란드 해외 인증 서비스의 장점

··목표 시장에 신속한 제품 출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규 시장 선점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속하고 용이한 글로벌 시장 진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TÜV 라인란드의 시험 보고서 및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최신 표준 및 규제 정보 제공
··간단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및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
··계획 수립에서 제품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의 기술적 지원

TÜV 라인란드 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8길 25 영시티 N타워 2층
Tel: 02-860-9860
Fax: 02-860-9862
E-mail: info@kor.tuv.com

www.tuv.com

1:1 문의하기

P.00SF1890KOKR18111.0

안전성적서
Pre-Audit / Surveillance Audit,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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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심사 및 시험 기관입니다.”

정보 (업체명, 주소,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