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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요자

　※ 기재 누락이있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 할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증명서」의 작성은 보통 1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No 手配番号 検認 担当

1 ○○○○○○-○○

RoHS 규제 10 물질 미사용 증명서 발급 의뢰서

히트 텍 주식회사 의뢰 일：　　　　　　　　　 2014 년 01 월 01 일

　　　　　E코머스 사업부 행 회사 명：　　　　　　　　주식회사　○○○○

（info@heat-tech.biz） 주　　소：（135-712）서울 강남구 ○○-○○-○

제품명 형식 제조 번호
열풍 히터 ABH-100v-350w/10PS/L103/+S ○○○○○○○○

부서명：○○부○○팀

TEL：02-****-**** Fax：02-****-****

담당자 님 기명 날인 : 〇 〇〇　　　표

주의 : ① 판정 필요한 것은 모두 기입하십시오 5 가지 이상인 경우 별지 추가 페이지에서 첨부하십시오.

　　　　② 내압 방폭형 안전 増防 방폭형은 일본의 안전 기준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만, 해외 안전 기준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출자 (회사 명) ○○ 무역 주식회사

목적지 (국가) 네덜란드

수출 경로
히트 텍 → ○○ 상사 (주) → ○○ 무역 (주) →

                                              →　○○ 무역 (주)

납입 처 기업 개요
(제조하고있는 물품을
알수 있도록 기입)

사용 목적・용도 도금 장치의 건조 라인 용

수출 예정일 　　　2　월 10 일 언어 □ 한국어 　□ 영어

　　　최종 수요자

(현지 정식 명칭)

최종수요자 담당자 이름

최종 수요자 주소

서류 작성 희망일 　　　1　월 31 일 배송 수단 □ 이메일 　□ FAX

서류 송 부처
    (의뢰자와 다른 경우)

주　　소：（　　　　　　　　）

회사 명： TEL： Fax：

부서명、직함명： 성함：

그 외

客先発送日

12月21日

당사는 히트 텍 주식회사의 제품을 아래의 조건에 따라 수출 또는 관리드립니다 싶고, RoHS 규제 6 물질 미사용
증명서의 발행을 의뢰합니다.또한, 수출에 있어서는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당사의 책임 관계 정부 기관에 대
한 수출 허가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드립니다.

히트텍 (주) 기입란

체크하십시오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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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최종 수요자

　※ 기재 누락이있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 할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증명서」의 작성은 보통 1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No 手配番号 検認 担当

1

히트 텍 주식회사 의뢰 일：　　　　　　　　　 　　　　 년 　　 월 　　 일

　　　　　　　　E코머스 사업부 행 회사 명：

（info@heat-tech.biz） 주　　소：（　　　　　）

RoHS 규제 10 물질 미사용 증명서 발급 의뢰서

제품명 형식 제조 번호

부서명：

TEL： Fax：

담당자 님 기명 날인 : 〇 〇〇　　　표

당사는 히트 텍 주식회사의 제품을 아래의 조건에 따라 수출 또는 관리드립니다 싶고, RoHS 규제 6 물질 미사용
증명서의 발행을 의뢰합니다.또한, 수출에 있어서는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당사의 책임 관계 정부 기관에 대
한 수출 허가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드립니다.

(현지 정식 명칭)

최종수요자 담당자 이름

최종 수요자 주소

주의 : ① 판정 필요한 것은 모두 기입하십시오 5 가지 이상인 경우 별지 추가 페이지에서 첨부하십시오.

　　　　② 내압 방폭형 안전 増防 방폭형은 일본의 안전 기준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만, 해외 안전 기준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출자 (회사 명)

목적지 (국가)

수출 경로
히트 텍 →

성함：

그 외

客先発送日

서류 작성 희망일 　　　　　월 　　 일 배송 수단 □ 이메일 　□ FAX

서류 송 부처
    (의뢰자와 다른 경우)

주　　소：（　　　　　　　　）

회사 명： TEL： Fax：

부서명、직함명：

납입 처 기업 개요
(제조하고있는 물품을
알수 있도록 기입)

사용 목적・용도

수출 예정일 　　　　　월 　　 일 언어 □ 한국어 　□ 영어

　　　최종 수요자

히트텍 (주) 기입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