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시험인증 서비스
TÜV 라인란드는 국제 표준 및 각 국가 규격에 따라
다양한 장난감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ÜV 라인란드의 해외 인증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www.tuv.com

TÜV 라인란드의 전문가는 국제 표준 및 각 국가 규격에 따라 다양한

다양한 장난감 시험

장난감을 시험하고 인증합니다. ISO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뿐만 아니라 유럽,

TÜV 라인란드 전문가는 장난감의 화학적, 물리적, 전기적 특성 및 안전성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일본, 남아메리카, 사우디 아라비아,

평가, 유해물질분석, EMC 시험 등 다양한 장난감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의 규격 및 요구사항에 따라 장난감의

있습니다.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각 시장의 다양한 장난감 안전 표준 및
시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장난감 시험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각 국가 규격
국제 ISO 표준 (8124)
유럽(EU)

··EN 71
··BS
··DIN
캐나다

··CCPSA
··CSA

미국

··ASTM
··CPSIA
··16 CFR
··FDA

일본

··ST2012
호주/뉴질랜드

··AS/NZS ISO

브라질

··NM300

TÜV 라인란드 테스트 마크

··EN 71 part 1, 2, 8, 14 및 ASTM F 963에 따른 기계적/물리적 시험
··인장 시험 및 스트레스 시험
··인화성 시험
··소음 레벨 측정
··EN 62115 및 ASTM F 963에 따른 전기적 안전 시험
··EN 71 part 3, 4, 5, 7, 9-11, 12, REACH-VO, LFGB에 따른
화학적 시험
··중금속 규정
··가소제 규정
··유기 화합물 및 유해 물질
··위생 시험 및 미생물학
··RoHS
··위험 평가 및 안전성 평가
··2014/30/EU 지침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시험 (EMC)
··RED 지침 2014/53/EU에 따른 무선 전송 테스트
··형식 시험
Why TÜV Rheinland?
1872년에 설립된 TÜV 라인란드는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500여개 지사에서 품질과 안전, 환경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입니다. 150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TÜV 라인란드는 많은 고객과
기업으로부터 공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의 테스트 마크는 오랫동안 안전과 품질을 상징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TÜV 라인란드 코리아는 지난 1987년, 해외인증기관으로는 최초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국제 표준과

TÜV 라인란드 테스트 마크의 ID 번호를 TÜV 라인라드 온라인 인증
데이터베이스인 Certipedia (www.certipedia.com)에서 검색하면
시험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테스트 마크의 QR
코드를 스마트 폰에서 스캔하여 인증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rtipedia를 통해 인증서가 유효한지,
어떤 시험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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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시험 규격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배터리, 조명, 통신기기,
압력용기, 산업용 기계류 및 부품, 의료기기, 태양광, 개인보호장비,
완구, 자동차 및 부품, 철도, 경영시스템 인증, Functional Safety,
산업 검사, 선적검사, 해외인증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검사, 평가, 인증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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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품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TÜV 라인란드는 귀사의 제품이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