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n Hyg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1. 개요
▣ 정의
▣ 개요

Russian Hyg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 강제 인증으로서 GOST에서 지정한 위생관련제품을 러시아에서
생산/수입 할 경우 필요한 인증

▣ 관련기관

- GOSSTANDART(러시아연방국가표준위원회:GOST); www.gost.ru
- Rospotrebnadzor(Russian federal supervisory agency for
consumer goods quality) ;www.rospotrebnadzor.ru/

▣ 대상품목

- 식품, 완구, 조리기기, 화장품, 섬유 등 사람이 직접 섭취 또는 접
촉하는 제품

▣ 적용국가

- 러시아

▣ 관련법규

- Russian Federation law
- Russian Hygienic and Sanitary Standards(SANPIN)

▣ 기타

- 2010년 7월 1일 이후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간의 새로운
관세법에 따라 러시아 위생인증서가 관세연합 국가 등록 부서에
의해 대체되었다. 따라서 제품목록 또한 변경되었으며 일부 제품
의 경우 위생인증서 대신 시험만 요구되거나 어떤 유형의 위생평
가요건이 없을 수 있다. 2010년 7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위생인증
서의 경우 러시아연방 내에서 2012년 7월 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2. 인증개요
위생인증서는 hygenic certificate(또는 conclusion) 또는 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이라고 하며 제품이 위생기준과 공중위생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
이다. 경우에 따라 GOST-R 적합성 인증서 취득 시 필수서류로 취급되며 GOST-R 적합성
인증서와 유사하게 세관당국이나 거래검사관에 의해 검사된다.
3. 인증기관
Rospotrebnadzor는 러시안 연방 보건부 산하, 소비자권익 및 복지 분야 러시아 연방 감독
국으로서 유일하게 위생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Rospotrebnadzor는 러시아 보건 및 사회 개발 부 산하기관으로서 2004년 3월 9일에 대통령
령 No.314 결과로 창설되었다. Rospotrebnadzor 내 위생역학센터에서 시험 규약과 제출 문
서를 분석하여 전달하면 Rospotrebnadzor 내 인증발급 파트에서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검토 후 위생인증서를 최종적으로 발급한다.
4. 인증품목
다음 품목은 위생인증 강제대상 품목이다.
•식료품
•병주입 음료수; 술, 와인, 맥주, 청량음료
•날 음식, 섭식 보완재, 생물학적 활성 첨가제
•아동용 상품
•향수, 화장품.
•산업용 화학·석유화학 제품, 가정용 화학제품
•인체 피부 접촉성 제품
•살균 제품
•개인용 보호 수단
•담배 제품 및 원료
•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물질

5.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가. 인증절차
Rospotrebnadzo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Rospotrebnadzor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위생인증서는 시험성적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제조조건, 기술적 사양을 검토한 이후 발행된
다. 대상품목 중에서 식품첨가물, 의료용 제품, 에어로졸 포장 가정용 화학제품 등은
Rospotrebnadzor에서 샘플시험을 수행하고 그 외 품목은 Rospotrebnadzor인가 시험소 또는
인가기관과 상호협력을 맺은 시험소에서 샘플시험을 수행한다. Rospotrebnadzor에서 직접
시험을 수행하는 제품의 경우 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Rospotrebnadzor인가 시험소 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제품의 경우 3-20일이 소요된다. 최종적으로 인증서는 Rospotrebnadzor에
서 발급한다.
신청서 제출

서류제출(기술문서, 기타서류)

서류검토
시험

인가시험소

Rospotrebnadzor

3 - 2 0

2 months

days
인증서 발급

나. 제출서류
Ÿ 신청서
Ÿ 제품의 출하규모, 빈도

Ÿ
Ÿ
Ÿ
Ÿ
Ÿ
Ÿ

HS code
시험성적서(러시아어)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공증필 사본, 1부)
제품도면, 회도로 등의 제품정보
사용자매뉴얼(러시아어)
ISO9001

위생인증서 신청서는 하기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신청자 정보(위생인증서 수취인 주소): 법인명(소유자명), 주소, 위치, 연락담당자, 전화번호
- 제품 정보: 제품명, 범위, 제품 제조 관련 문서
- 기타 정보: 제조사의 조직명(개인사업자, 법인), 제조 장소
- 외부 신청 서류 목록
신청제품이 GOST-R 제품안전인증을 득한 경우, GOST-R 성적서를 인정하여 위생증명을
위한 별도시험없이 추가비용 지불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수출제품이 위생
증명 인증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받고 싶은 경우, 강제품목에 해당되지 않
는다는 Confirmation Letter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약 USD1,000의 비용이 청구된다.
6.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위생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5년이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위험도, 유통기한, 이전에
발행된 위생인증서의 유효 기간 등에 따라서 1년~5년 사이에서 유효기간이 결정된다.
공장검사 사후관리는 없으며 시장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7. Contact
127994, г. Москва, Вадковский переулок, дом 18, строение 5 и 7(127994, Moscow,
Vadkovsky Pereulok 18, Building 5, and 7)
- 홈페이지: www.rospotrebnadzor.ru
- TEL: +7 (499) 973-26-90
- Email: depart@gsen.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