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LS로 76(호계동)
디오밸리빌딩 322호 SGS KOREA
대표 ARS 031-460-8000 / Fax: 031-460-8049, 8059

SGS Korea 시험사업본부 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담당자 연락처, 분석 신청 및 진행 절차,
약도(찾아오시는 길)를 상세하게 안내 드립니다.
분석을 의뢰하시는 제품의 해당 접수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및 시료/샘플을 SGS로 송부해주시면,
접수 후 E-mail로 분석 접수 확인증(Order Confirmation)이 발송됩니다.
문의사항은 분석 접수 확인증(Order Confirmation)에 표기된 SGS File No.를 확인하시어, 접수
확인증 상단에 표기된 SGS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기 전자 제품 화학 분석 신청 및 진행 절차
• 회사명, 주소, 샘플명 등

신청서 작성
시료준비

기재사항 영문으로 작성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rohs.kr.sgs.com

• 적정 시료량 (20~30g)
- Cd, Pb, Hg, Cr6+ : 10g 이상
- PBB/PBDE : 10g 이상
- 복합재질 test : 별도 상담 필요

분석 접수
및 확인

• 택배, 우편, 퀵, 방문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 동봉하여 발송)

http://rohs.kr.sgs.com

• 최초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동봉
• 분석접수 확인증 수령 (E-mail, SMS)

•고농도 시료 사전 통지 요망

• 제품명, 금액, 결과일, 입금계좌 확인

• 화학시료는 MSDS 첨부 요망

•분석기간

• 지급 서비스에 따라 비용

- 일반 : 업무일 기준 3일 소요

시험 분석

할증 있음

- Express : 업무일 기준 2일 소요
• RoHS, Halogen 이외의
분석 항목은 업무일 기준 4~5일 소요
• 입금 확인 후 성적서 발송 (E-mail)
- 분석 접수 확인증에 기재된

성적서 발송

결과예정일의 PM 4~6시 사이 발송
• 원본 Report는 익일 우편발송
• 결과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 결과일 이후
성적서 조회 가능 :
http://rohs.kr.s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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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연락처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양- [접수 및 고객지원 상담] 접수진행, Report 발행 문의
김
송
강
박
최
박
진
조
이

경호
윤정
정은
이슬
주연
혜원
세림
혜진
은양

과장
과장
대리
대리
대리
사원
사원
사원
대리

031-460-8042
031-460-8043
031-460-8063
031-460-8066
031-460-8080
031-460-8046
031-460-8044
031-460-8068
031-460-8098

Judy.kim@sgs.com
Yoonjung.song@sgs.com
Jungeun.kang@sgs.com
Yisul.park@sgs.com
Juyeon.choi@sgs.com
Hyewon.park@sgs.com
Selim.jin@sgs.com
Hyejin.cho@sgs.com
Christina.lee@sgs.com

안양- [발행 및 고객지원 상담] C/S, Report발행 문의
설 영훈 과장
이 효빈 사원

031-460-8045
031-460-8017

Jacky.seol@sgs.com
Hyobin.lee@sgs.com

안양- [영업 및 마케팅]: EU 전기전자 유해물질 분석 Sales 및 기타 분석 상담
김 영훈 차장
박 승남 차장
이 윤주 차장
이 재광 차장
조 지영 과장
이 재영 과장
이 승재 대리
이 혁주 대리
문 창훈 대리
신 소연 과장
이 정현 과장

031-460-8022
031-460-8161
031-460-8023
031-460-8027
031-460-8011
031-460-8021
031-460-8028
031-460-8026
031-460-8025
031-460-8025
031-460-8192

Alex.kim@sgs.com
June.lee@sgs.com
Tonny.park@sgs.com
Robin.lee@sgs.com
Young.cho@sgs.com
Jaeyoung.lee@sgs.com
Seungjae.lee@sgs.com
Hyeokjoo.lee@sgs.com
changhun.moon@sgs.com
Soyoun.shin@sgs.com
Junghyun.rhee@sgs.com

[김해 실험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농소리) 김해의생명센터 204호
김 정화 과장

055-310-8801

Junghwa.kim@sgs.com

[광주 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광주 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4층 411호
정 경철 차장

062-953-1917

Lars.jung@sgs.com

010-8618-9242

[구미 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60-8 그린빌딩 6층
이 정욱 과장
김 신녀 대리

054-462-0533
054-462-0833

Jonadan.lee@sgs.com
Shinnye.kim@sgs.com

010-3810-8308

[대전 사무소] 대전 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관평동960번지) 신대륙프라자 501호
오 정진 사원

042-485-0167

Jungjin.oh@sgs.com

010-9404-9357

[부산 사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647-2 SGS KOREA 부산지점 유해물질시험사업부
박 재희 과장

051-630-7045

[고객지원 및 불만 접수/상담]

Nick.park@sgs.com

010-2593-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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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 Korea (안양 시험소) 찾아오시는 길
주

소 : (431-08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호계동) 디오밸리빌딩 322호
(네비게이션에 ‘SGS’ 검색 > 호계동 선택) /도로명검색 >엘에스로 선택
연락처 : (대표) 031- 460 – 8000

SGS Korea (김해 시험소) 찾아오시는 길
주

소 : (621-842)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구. 농소리 155-1)
김해 의생명 센터 204호
연락처 : 055 – 310 – 8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