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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에미리트 연방(UAE: Units Arab 
Emirates)은 최근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4 
월 28일에 발행되었으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RoHS 지침
2011/65를 반영합니다. 규정 준수는
UAE 시장에 전기 및 전자 장비
(EEE)를 판매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의
사양 및 구성을 이해하고
선언함으로써 규정 준수를 계획 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경

아랍 에미리트 연방 내각 결정 No.10 / 2017에 따르면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서 2018 년 1 
월 1 일부터 유해 물질 제한 지침 (RoHS)이 시행되며, 규제되는 제품은 ECAS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합니다. 이 법안은 유럽 RoHS 지침과 유사하지만, UAE는
지정된 인증 기관에서의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 연방 RoHS 적용 일정 :

Heavy Metals 
Cd,Pb,Hg,CR6,
PBB,PBDE 

Phthalates 
DBP,DEHP,BBP,
DIBP 

2018 2020

카테고리 1-7, 10
(1 월 1 일)

카테고리 8, 9 포함
케이블 및 예비 부품, 11

(1 월 1 일)

카테고리 1-10, 11 포함
케이블및예비부품

(1 월 1 일)

2022

카테고리 8, 9 포함
케이블및예비부품

(1 월 1 일)

RoHS 대상 제품 카테고리 아랍 에미리트 연방의 요구 사항

1. 대형가전제품
2. 소형가전제품
3. IT 및통신장비
4. 소비재
5. 조명장비
6. 전기및전자공구 (대규모고정식산업공구제외)
7. 장난감레저및스포츠장비
8. 의료기기 (모든이식및감염제품제외)
9. 산업모니터링및제어기기를포함한모니터링및제어기기
10.자동디스펜서
11.위와같은범주에속하지않고제 1 조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기타 EEE

아랍 에미리트 연방 RoHS 준수 요구 사항

[규정 제5조] 4가지 필수 요구사항
• 지정된 공인 기관의 시험에 의한 제품 확인
• IEC 63000 및 IEC 62476의 요구 사항 충족
• 규정에 언급 된 기술 사양, 요구 사항 및 조건 충족
• 테스트 보고서, 위험 평가 및 DofC 재료 사양서와 같은 기술 문서가 포함 된 제품을 대표하는
기술 파일을 작성합니다.

공인 기관 인증

인터텍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전기 전자 제품 출시를 목표로하는

고객사에게 ECAS 등록 및

ESMA에서 인정한 인증서 및 마크

발급 서비스를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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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Type 3

• 기술 문건을 통한 디자인 검토
• 시험 리포트 필수 (ISO 17025)
• 1년 승인서 발급

• EQM 마크 부착 가능
• 공장심사
• 위험 평가 검토
• 3년 승인서 발급

김민성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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