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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 인증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평가
전 유럽을 고려한 실험 유형
인정 실험 기관 (SCESp 0096 / Notified Body 1726)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한 내용은 의류가 일상 직무에서 개인 보호와 안전을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
한 품질에 대한 강조이다.
TESTEX 는 PPE 의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정기관이다. EU의 Swiss accreditation No. SCESp 0096 와 Notified Body No.1726 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험 유형 카테고리 II 와 III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다.
CE 조약과 실험 유형
Switerland 와 EU에서 판매되는 개인 보호 장구는 반드시 안전 규정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Switerland
에서는 CE 마크에 따른 실험과 인증을 부착한 제품과 EU와 CE 조약에 따른 마크를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
는 제품을 구분하고 있다. 법적 요구 사항(Production Safety Regulation PrSV/EU directive 89/686/EEC)은 이
러한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TESTEX는 인정기관으로써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기술 자료와 PrSV, Annex 3(EU Directive 89/686/EEC)의 기
본 요구조건, 연관된 기준을 확인하여 발급하고 있다. (실험 유형, 범위: www.testex.com).
TESTEX에서 인증한 실험 모델은 법적 요구사항과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증한다.
인증 수속
1. 신청서와 유형 제출
신청서 양식(www.testex.com에서 다운로드)과 EN ISO 13688 :2013에 따른 제조자, 유통업자 등에 해당되
는 제조자 서류를 제출하여 실험 유형을 지정한다. TESTEX는 효율적이고 용이한 실험준비를 위하여 종합적
인 서류작업을 제공한다.
2. 공급업체의 인증과 실험 리포트 제출
보유하고 계신 실험 리포트와 무독성 근거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인증을 포함한 모든 자료의 제출.
표준 요구 사항의 특별할 항목, 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실험 리포트. 만일 실
험 리포트가 완료되면 관련 테스트는 필요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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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와 인증
모든 지원자들에 대한 규격화된 평가를 위하여 인정기관은 PrSV, Annex 3(EU Directi-ve 89/686/EEC, Annex
II)의 초기 요구사항과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행하며 유럽의 관련 기준을 참고한다.
이것은 실험과 인증을 분리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이 두 단계는 독립된 두 개의 부서 또는 회사에서 진행된
다. TESTEX 는 독립적인 자체 실험 부서와 자체 실험이 가능한 OETI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인정기
관이다. 이러한 유연성이 TESTEX를 보증하고 신속하게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한다.
4. PPE 실험 유형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실험 유형이 명기된 평가 리포트는 제품에 따라 어떠한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확인되
며 시장에서 향후 5년가 유효하다.
5. 확인 서약서
실험 유형에 근거하여 제조자, 유통업자 등은 지정된 PPE 인증과 동일한 관련 유형과 제품에 PrSV, Annex 39EU
Directive 89/686/EEC, Annex II)와 관련 EU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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