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T (그리스규격협회)
1. 개요
▣ 정의

Ellinikos Organismos Typopoiisis : 그리스 규격협회)

▣ 개요

- 그리스 품질 인증, 강제 규격
- 그리스 표준규격이나 기타 국제기준에 합당하게 제조된 상품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부여
- 그리스 표준규격이나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되었는지의 여부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당해
제품의 제조과정과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인증여부를 결정

▣ 관련기관

- Hellenic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www.elot.gr

▣ 대상품목

- 소형가정용 전기제품, 전선, 완구등 농업 생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

▣ 적용국가

- 그리스

▣ 적용규격

- ELOT(Hellenic Standards : 그리스 국가규격)
- EN, CEN, ETSI, CENELEC 등 유럽규격
- 유럽규격도 그리스 국가규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화규격(Harmonized Documents) 또는 유럽 규격 원안도 그대로
국가규격으로 적용되어진다

▣ 인증마크

▣ 기타

- 전기제품의 안전시험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 문서
: CB인증서, CB성적서
- 적합성평가 및 인증에 관한 규격
: ELOT EN 45012
: ELOT EN 45011

2. 일반현황
ELOT(그리스 규격협회)는 그리스의 표준화를 위한 공인기관으로 1976년에 설립되었으
며, 농업 생산물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규격도 그리스 국가규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화규격(Harmonized
Documents) 또는 유럽 규격 원안도 그대로 국가 규격으로서 실행되어진다. ELOT는 IEC
및 CENELEC의 회원기관이다.

3. ELOT의 전기안전마크

전기제품의 안전시험, 승인마크 표시제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ELOT 의 신청절차 및 규칙 설명서는 신청자가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다.
② IECEE CB인증서를 제출할 신청자는 아래에 표기된 신청자이다.
- 외국의 제조업자(직접적으로)
- 외국의 제조업자, 자국에 거주하는 그 대리자를 경유해서
- 사업대리인
③ 신청자는 아래에 표기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서식은 요구에 따라 송부 한다.)

④
⑤
⑥
⑦
⑧

-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 문서
- CB인증서
- CB성적서
인증비용은 지불조건 등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시험 및/또는 검사가 실시된다.
공장검사가 실시된다.
사후관리 시험용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시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인증서는 1-3년간 유효하다. 단, 부적합하기 때문에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신청자로부터 취소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 기간은 유효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