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1. 개요
▣ 정의

ROSTEKHNADZOR (Federal Service for Ecological, Technological
and Nuclear Supervisio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개요

관련인증발급에 필요한 추가인증으로서, 예를 들어, 관련제품의
GOST인증발급조건에 RTN사용허가증획득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인증이다.

▣ 인증기관 ROSTEKHNADZOR(RTN)
http://www.gosnadzor.ru/
▣ 대상품목 유해물질이 생산, 사용, 저장, 운송 또는 활용되는 공장에서 작동되는 장비
▣ 적용국가 러시아
▣ 적용규격 “유해 산업 시설의 산업 안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No. 116-FZ
▣ 기타

RTN 사용허가증(이전에는 GGTN 사용허가증으로 알려짐)은 GOST
인증 시스템이 고려하지 않는 세부적인 유해물질 산업관련 시설/장
비에 관하여 적합성을 보증한다.

2. 인증기관
산업 안전 승인 시스템은 러시아에서 “유해 산업 시설의 산업 안전에 관한” 연방법 №
116-FZ 에 1997년 7월 21일자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의 산업 안전 분야 허가, 통제/관리 및
감독 기능은 2004년 3월, GGTN(Gosgortekhnadzor)에서 Rostekhnadzor (RTN)로 연방 생
태학, 환경 및 원자력 감독국에 위임되었다. 또한, 2004년 5월 20일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연방 원자력 감독국과 병합되었다. RTN 허가증은 유해 장비/기술적기기의 작동을 허가하
는데 이용된다.

3. 대상품목
화염성 물질; 산화제; 연료; 폭발물; 독성 물질과 맹독성 물질; 환경적으로 비 친화적인 물
질 관련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산업장비; ≥ 0.07 MPa (0.7 kgf/cm2) 이하의 압력에서
또는 ≥ 115 °С 수온 상태에서 작동되는 장비; 호이스팅(권상) 장비, 에스컬레이터, 공중
케이블, 리프트; 철 및 비철금속 용해 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작동되는 장비; 채광 활동,
선광 또는 지하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장비, 오일-화학⋅가스 산업시설 밸브 등
4. 인증절차1)
일부 제품의 경우, RTN 허가증을 발급받기 이전에 추가적인 서류, 증서와 면허를 획득해
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 방폭 및 기타 다른 유형의 장비에 관한 GOST R 적
합성 인증서나 GOST R 측정기 형식 승인 인증서 같은 별도의 러시아 인증서가 이에 해
당된다.
수입 장비에 대한 RTN 허가증은 모스크바에 있는 Rostekhnadzor 본사에서만 단독으로
발급될 수 있다. RTN 사용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서류 검토가
Rostekhnadzor 면허 대리기관에 의해 실행된다. 서류 검토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부
분이 포함된다:
- 설계 안전 설계, 재료 및 측량 점검
- 작동 시 안전 유지 및 보수 지시, 관리 시스템, 수리학/수력학 등
- 환경적 안전 누수, 폭발 가능성, 전기 안전, 통풍 및 방음
5. 유형2)
RTN 허가증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 씨티알 파이스트(주) www.kr.sgs.com/kr/ctrfareast
2) 씨티알 파이스트(주) www.kr.sgs.com/kr/ctrfareast

가. 가지 기술 장치의 허가—러시아에 장비 한 가지를 제공해야 할 경우 해당
나. 단일/일회성 선적 허가—실질적인 러시아 소비자에게 몇 개의 기술 장치를 한번의 선적
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해당. 복잡한 산업 설비/완전한 플랜트는 모든 구성요소가 서로 연
결된 기술 기능을 실현하고 구성요소 각각은 산업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있을 경
우 단일 허가증을 요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 기술 장치 라인 허가증—러시아에 한번 이상 동일 장비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동일 장비는 단일 적용 범위, 설계 접근, 유사 재료 및 기술을 가진 기술 장치를 말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작동 기간동안 유효하다. 또는 계약이 없을 경우 3년간 유효
하다.
6. Contact
(495) 411-60-20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адресу:
ул. А. Лукьянова, д. 4, корп. 8
- 홈페이지: http://www.gosnadzor.ru/
- Tel: (499) 261-26-84, (499) 261-30-24
- E-mail: rostehnadzor@gosnadzor.ru
- 업무시간
Monday-Thursday: from 09:00 ~ 18:00
Friday: 09:00 ~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