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증(BIS)

인도 인증 규제 제품 확대

IT 제품에 대한 추가 인증 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MEITY(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2020년 10월 1일자로 무선 마이크로폰,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웹캠, 스마트 스피커,
LED 제품의 조광기,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인증 규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해당 품목들은 2021년 4월 1일부터 강제 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인도 인증 BIS
인도로의 수출 판매를 위해서는 *의무등록명령에 준한 품목은 반드시 인도 BIS 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의무등록명령에 따라 여러 정부
기관에서 통보한 제품 목록은 http://crsbis.in/BIS/products.do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제 품목들은 BIS 포털(https://www.crsbis.in/BIS/index.do)을 통해 고객사가 직접 신청을
한 후, 신청 번호와 QR 코드를 할당 받아 제품을 해당 시험소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입력되는 신청정보(제조자 정보, 제품명, 규격, 모델명, 브랜드, 정격사항 등)는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져야 하고, 신청시의 정보는 추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저희 인터텍 인도는 BIS 승인 시험소로 보다 편이하게 인도 인증을 취득하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IT/AV 제품 - Intertek India New Delhi lab : code -8122426, 배터리 - Intertek India New Delhi lab : code - 8136626
*CRS(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란?
의무등록제도는 BIS Act. 2016에 준해 BIS 규정 2018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급속하게 확대되는 전자, 정보 통신 부분에 대해 가짜 제품이나 표준 이하의 제품으로부터 인도 소비자를
보호함이 목적입니다. 이는 곧 인도 제조업체의 경재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인도 소비자가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가 해당 제도
를 채택하여 인력, 기술 및 안전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부적합 제품의 투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 인증 뿐 아니라 국내에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를 하신다면 저희 인터텍에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제품에 적용되는 국내 규정을 맞춤으로 안내하여 효과적인 방법과 최소의
시간으로 인증 취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인터텍은 군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기전자 안전, 전자파/통신, 유해물질, 에너지 시험소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저희 인터텍은 글로벌 인증을 포함하여 국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자체 시험소를 KOLAS에서 인정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전자파/무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ROHS)를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무선 시험소는 KC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업무, 유럽(CE RED), 미국(FCC), 캐나다(IC), 남아프리카공화국(SABS) 등
전세계 인증을 위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선 인증에 대해 특별 할인가로 업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031-8069-3702)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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