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T-K (카자흐스탄 인증)
1. 개요
▣ 정의

gosudarstvennyy standart (state standard) - Kazakhstan
카자흐스탄 제품안전 인증
- 카자흐스탄에 강제인증대상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
증이다.
- GOST 규격은 소비에트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소비에트 연
방정부가 해체된 이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의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12개회원국
의 국가규격으로서 채택되었다.

▣ 개요

- GOST는 CIS의 회원국에 국가별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IS 회
원국 중에서 러시아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종종 GOST는 러시아
의 국가규격으로 오인 받는다. 하지만 GOST 자체는 지역규격이며, 러
시아 국가규격은 GOST-R, 카자흐스탄의 국가규격은 GOST-K 이다.

- 따라서 모든 CIS 국가들은 자체적인 인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증은 다른 국가에서 이용될 수 없고 역으로도 마찬가지이다.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 관련기관 -andKAZMEMST(Kazakhstan
Certification) www.memst.kz
▣ 대상품목 - 기계, 전기⋅전자제품 , 건축제품, 화학물질, 가전제품 etc.
▣ 적용국가 - 카자흐스탄
▣ 인증마크

2. 인증개요
GOST-K(State standard-Kazakhstan)는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에 GOST규격을 국가규
격으로 채택한 카자흐스탄의 국가 규격 및 강제인증으로서 카자흐스탄에 강제인증대상 제
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반드시 해당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GOST-K는 상당부
분 Gost-R과 유사하나 인증절차와 규제는 상이하다.
GOST-K 품질 인증은 KAZMEMST(Kazakhst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에서 승인받은 기관에서 부여한다. 해당 인증은 대부분의 수입
제품에 강제되는 사항이며 또한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제품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3. 인증기관
카자흐스탄 정부 내의 표준화 작업은 193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2년까지 소비에트 연방
정부의 국가표준화시스템 내에서 진행되었다. 그 후 기존의 전前 소비에트 연방은 CIS라는
경제연합을 만들었다. 카자흐스탄은 그로부터 1년 뒤인 1993년에 경제연합 간 표준화, 인
증, 측정단위를 통합하며 또한 카자흐스탄 내 표준화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의한 법
률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표준화 분야의 기술정책은 KAZMEMST의 위원회가 책임지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KAZMEMST에서 조직되어 각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격을 개발한다.
4. 인증품목
- 전기⋅전자제품
- 건축제품
- 의료기기
- 가전제품
- 공구
- 농산물

- 식품, 음료, 담배
- 화학물질
- 완구 및 아동복
- 가구, 식기류 etc.
5.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인증기관으로 제품정보와 함께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서류 검토를 거쳐
인증이 이루어진다. ISO 9001이 있다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공장심사가 수행될 수 있다.
Gost-K인증에 필요한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레포트(경우에 따라 생
략), 제품사양서, 도면 및 회로도, 매뉴얼 등이 필요하며, 매뉴얼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IEC, EN 등의 국제규격에 따른 성적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요
구되는 전기안전 및 전자파의 성적서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만약 인정 가능한 시험성적
서가 없는 경우, KAZMEMST의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샘플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6.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유효기간은 인증별로 다르며 1회 이용되는 인증, 1년, 3년간 유효한 인증으로 분류된다. 1
년간 유효한 인증서는 1년 마다 샘플과 서류 검토 절차를 거친 후 새로 발행된다. 3년간
유효한 인증서는 샘플과 서류검토 외에 추가적으로 공장검사가 필요하며 1년 마다 사후 공
장검사가 인증기관의 담당자에 의해 수행된다.
7. Contact
KAZMEMST Orynbor 11 str., bld "Etalon Centre" Left side of the Ishim River
KZ-010000 Astana City
- Tel: +7 7172 79 33 01
- Fax: +7 7172 24 02 48
- E-mail: dyussikeyeva_l@memst.kz
- 홈페이지: www.memst.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