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스테스트 인증원
유라시아 제품 인증 전문 인증기관

With RUS-TEST PACIFIC, Better Quality and Promising Future !!!

RUS-TEST PACIFIC은
러시아에 위치한 인증기관 러스테스트(RUS-TEST)의 한국지사로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의 EAC, GOST 등의 인증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 지식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입니다.
러스테스트(RUS-TEST)는 러시아정부로부터 EAC 및 GOST에 대한 시험 및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한 기관입니다.

RUS-TEST PACIFIC은 유라시아 지역의 인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AC 및 GOST 인증 서비스
✓ 국가위생등록, 의료기기 등록, 계측기기 등록, 사용허가,
화재안전 등의 유라시아 인증
✓ 인증에 필요한 시험 및 시험 성적서 발행
✓ Eurasia Representative 서비스
✓ 제품 설명, 서류 검증, 기술문서 등 인증에 필요한 서류의
러시아어 번역 및 심사 중 통역 지원

RUS-TEST PACIFIC은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강점을 통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력 다양한 분야의 인증 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비 용 경쟁력 있는 인증 비용
신 속 신속하고 정확한 인증 서비스 진행을 통한 최소한의 기간 소요
One-Stop Service 자회사를 통한 유라시아 이외 분야의 각종 시스템 및 제품 인증에
대하여 One Stop Serv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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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U EAC 인증
TRCU는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의 약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세동맹
(Customs Union)의 기술규정을 의미합니다.
TRCU는 2010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이 결성한 유라시안 관세동맹 “EACU,
Eurasian Customs Union”을 시작으로, 2015년 유라시안 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에서 발효한 통합 인증제도입니다.
현재 유라시안 관세동맹/경제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
니아 총 5개국으로 결성 되어있으며, TRCU 인증은 유라시안 경제 위원회 결정을 따라 규정
된 인증절차를 따릅니다.
인증서 상에는 EAC 마크가 부착되며 이는 Eurasian Conformity를 뜻합니다.

TRCU EAC 인증 유형

TRCU EAC CoC

TRCU EAC DoC

(적합성인증)

(적합성선언)

압력 용기류, 수공구류, 크레인, 승강기,
일부 기계류, 시험장비, 전기전자제품
등의 제품군이 해당되며 샘플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요구됩니다.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일반 제품에
해당되며 일부 제품은 서류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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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U EAC 적용 품목
기술규정 명칭
ТR CU 001/2011
ТR CU 002/2011
ТR CU 003/2011
ТR CU 004/2011
ТR CU 005/2011
ТR CU 006/2011
ТR CU 007/2011
ТR CU 008/2011
ТR CU 009/2011
ТR CU 010/2011
ТR CU 011/2011
ТR CU 012/2011
ТR CU 013/2011
ТR CU 014/2011
ТR CU 015/2011
ТR CU 016/2011
ТR CU 017/2011
ТR CU 018/2011
ТR CU 019/2011
ТR CU 020/2011
ТR CU 021/2011
ТR CU 022/2011
ТR CU 023/2011
ТR CU 024/2011
ТR CU 025/2012
ТR CU 026/2012
ТR CU 027/2012
ТR CU 028/2012
ТR CU 029/2012
ТR CU 030/2012
ТR CU 031/2012
ТR CU 032/2013
ТR CU 033/2013
ТR CU 034/2013
ТR CU 035/2014
TR CU 036/2016
TR CU 037/2016
TR CU 038/2016
TR CU 039/2016
ТР CU 040/2016
TR CU 041/2017
TR CU 042/2017
TR CU 043/2017
TR CU 044/2017
TR CU 045/2017
TR CU 046/2018
TR CU 047/2018

기술규정 내용
On safety of railway rolling stock
On safety of high-speed railway transport
On safety of railway transport infrastructure
On safety of low-voltage equipment
On safety of packaging
On safety of fireworks
On safety of products intended for children and teenagers
On safety of toys
On safety of cosmetics and perfumes
On safety of machinery and equipment
On safety of elevators
On safety of the equipment for work in explosive environments
On requirements to automobile and aviation gasoline, diesel, marine,
jet fuel and heating oil
On safety of motor road
On safety of grain
On safety of vehicles operating on gaseous fuel
On safety of light industry products
On safety for wheeled vehicles
On safety on safet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technical means
On safety of food products
Food products in terms of its labeling
On juice produc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On the fat-and-oil products
On safety of furniture
On safety of small crafts
On safety of certain types of specialized food products, including foods
for dietary treatment and dietary preventive nutrition
On safety of explosives and products based on them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technological aids
On requirements for lubricants, oils and special fluids
On safety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tractors and their trailers
On safety of equipment and vessels under pressure
On safety of milk and dairy products
On Safety of meat and meat products
On Safety of Tobacco Products
On requirements for the gaseous fuel
On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n safety of attractions
On requirements for mineral fertilizer
On safety of fish products
On safety of chemicals
On safety of children's playgrounds
On requirements for fire retardants and fire-extinguishing systems
On safety of bottled water and natural mineral water
On safety of mineral oil
On safety of natural gas
On safety of alcoholic beverage

품목
철도차량
고속열차
철도교통 인프라
저전압 장비
포장재
폭죽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
기계 및 장비류
승강기
폭발가능대비 보호장비
연료(휘발유, 경유, 제트연료)
자동차 도로
곡물
가스연료 장치
경공업 제품
차륜 차량
개인보호용품
전자기호환성 제품
식품
식품 라벨링
야채 및 과일음료
지방 및 오일제품
가구
소형선박
건강 기능성 식품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식품 첨가물
윤활류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압력장비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제품
담배
가스연료
전기 및 전자 장비
놀이기구
광물비료
어류 및 어류제품
화학물질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화재 및 소화방 유지관리
생수 및 천연 미네랄 워터
미네랄 오일
천연가스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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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 R 인증
GOST는 Euro-Asian Council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EASC)에서 규정한
국가기술표준규격으로 러시아어로 연방 규격을 뜻하는 GOsudarstvennyy STandart의 약어
입니다.
현재 국가별 발행되는 GOST 인증서와 발행하는 인증기관의 주체가 다른 만큼, 국가별
GOST 인증서는 각각 다른 인증서이며 러시아는 GOST-R, 카자흐스탄은 GOST-K 등으로 구분
지어 불리고 있습니다.
GOST-R은 러시아에서 발행하는 러시아기술표준 인증서입니다. 관세동맹국가 간 발효된
통합 인증제도의 도입 이후 러시아 내에서 GOST-R 인증 비중은 예전에 비하여 크게 줄었습
니다. 하지만 아직 관세동맹국간에 협의가 이루지지 않은 강제인증 품목들에 한해서는 여
전히 수입통관 시 GOST-R 인증이 요구됩니다.

GOST R 인증 유형

GOST R CoC

GOST R DoC

GOST R Voluntary

의무적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하는 대상에 대해
발급됩니다. GOST R CoC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아이템 및 제조공정라인이 러시아
안전 규정에 따라 적합함을
인증해주는 인증서이며, GOST R
CoC의 발행은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 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적합성 선언을
받아야하는 대상에 대해
발급됩니다.

EAC 인증을 받는 기업이 GOST
Voluntary를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받을 경우 기업의 홍보,
신뢰 확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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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국가위생등록)

국가위생등록은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문서이며 위생 감시 대상,
제조 또는 수입 최초 물품에
필요적으로 요구됩니다.
국가등록증에는 관세동맹의
통일위생요건 준수가
확인됩니다.

기존 국가별로 발행되던 위생등록증이 관세동맹국에 의해 2010년 채택된
Decision of CU commission No.299에 의거하여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하나의 인증서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위생등록은 주로 식품 및 화장품일 경우 요구됩니다.

의료기기등록 Medical Device Registration
건강 및 사회 발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연방
보건 감독청인 Roszdravnadzor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인 의료기기등록 인증서는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생산, 수입, 판매 및
러시아 내에서의 사용에 적합함을 승인받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에서 생산이 되었든 아니면
해외에서 러시아로 수입이 되었든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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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PAC)
PAC 인증은 The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s의 약어로 측정 및 시험, 분석장비의
모니터링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계측기기 인증서는 이러한 장비가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기술 요구사항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 에는 러시아 영토내에서 승인된 측정기로써
정부에 등록(Rossrandart)되며 승인일자로부터
러시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통신 인증 (FAC, FSB, RFC)

FAC CoC

FAC DoC

FAC 인증서와 선언서는 공용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거나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러시아
텔레콤 및 무선 규칙의 제품 준수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FSB Notification

통신에 암호화 요소가
포함된 장비를 세관
연합(EAEC) 영역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RFC

RFC인증은 무선전자
장비(RED), 고주파
장비(HFD), 및 그를
구성하는 요소인 경우
받아야 하는 주파수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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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Kazakhstan

Belarus

Kyrgyzstan

Armenia

Uzbekistan

Turkmenistan

Azerbai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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