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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 (EMC) 시험 
드론 

요즘 우리는 손 쉽게 드론을 주변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호버 드론을 통해 시골 

지역에 초고속 인터텟 서비스를 제공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한 드론은 레크리에이션, 상업 및 군대 목적을 위해 여러 용도와 

다양한 유형의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EMC 시험이 드론에 적용될까요? 드론은 여러가지면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선기능과 배터리가 들어있는 다른 무선 전자 

제품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드론이 사용되어지는 국가와 환경에 따라 다른 전자 제품과 동일한 EMC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드론은 FCC Part 15 Subpart B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드론을 조정하는 무선 장비는 

FCC 시험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유럽시장이라면 EN 55014-1 및 EN 55014-2 에 부합함을 입증해야하며 무선 장비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드론에 대한 무선 승인은 다른 장치와 동일한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며, 

무선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승인되는 통합된 규제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무선시험은 종종 여러 국가에서 시험을 진행해야하며,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각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함으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드론이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연결 

범위 및 신뢰성의 균형, 목표 시장 및 최종 사용자에게 필요한 추가 시험 또는 제품 버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드론의 무선시험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드론은 다른 장치와 유사하며 동일하게 취급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드론은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 

모드에서 시험할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터가 특정 시험을 위해 실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각 시험 설정 단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무선 시험의 경우 EN 55014-1 및 EN 55014-2 의 경우 모터가 작동하는 일부 모드를 시험해야 합니다. 시험 중에 드론을 

테더링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내성시험을 위해서는 드론이 어떻게 모니터링 될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모드에서 시험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휴모드 시험을 통해 안전상 위험한 드론이 갑자기 날아다니거나 모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 모드에서 시험은 제어 전자 회로가 EMC 방해가 적용되어 발견되는 오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RTCA DO-160 또는 EUROCAE ED-14 또는 MIL-STD 461 과 같은 항공기 또는 군용 방사 및 내성 표준을 적용 할 때도 발생합니다. 

드론에 대한 EMC 시험은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사용법 및 국제 기술 요구 사항의 차이를 고려할 때 드론에 대한 EMC 시험을 

위한 ＂모든 규모에 부합하는＂적합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러나 드론에서 사용 된 기술이 EMC 표준에 의해 수년간 처리되어 왔고 

유사한 유형의 장치에 대한 기존의 적합한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강력한 드론 EMC 시험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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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 귀사의 공급망 관리에 Total Solution 을 제공  
 

시험항목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장난감 안전시험 
EN71 

EN62115 

ASTMF963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CPSA) 

AS/NZS ISO 
8124 

프탈레이트 함량 
REACH 

Regulation 
Annex XVII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CPSA) 

- 

전자파 

(EMC) 시험 

(무선 주파수 제어 
2.4GHz <10mw) 

EN300440-2 
V1.4.1 

EN301489-3 
V1.4.1 

FCC Part 15:2013 
Certification + 

TCB Review 

RSS-210:2010 
Issue 8 + FCB 

Review 

AS/NZS 
4268:2012+A1 
AS/NZS CISPR 

14.1 

전자파 (EMC) 시험 

(무선 주파수 제어 
2.4GHz Bluetooth / 

Wifi) 

EN300328 
V1.8.1 

EN301489-17 
V2.1.1 

FCC Part 15:2013 
Certification + 

TCB Review 

RSS-210:2010 
Issue 8 + FCB 

Review 

AS/NZS 
4268:2012+A1 
AS/NZS CISPR 

14.1:2010 

레이저 / LED 

안전성 시험 
EN60825 - - EN60825 

 

 
 
스마트 장난감이란? 

전자기술을 탑재하여 자체적인 지능을 갖춘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하나 이상의 

연결된 개체 및 디스플레이가있는 분배 

플랫폼의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장난감 시장 

오늘날 어린이들은 블록, 보드 게임 및 기타 

전통 장난감보다 터치 스크린 장치가 

(때로는 리모컨으로도 사용됨) 있는 

장난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 년간 

글로벌 스마트 장난감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난감 제조업체, 특히 

주요 브랜드는 실제 장난감과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와 재미있는 앱을 개발할 

잠재력을 모색하고 스마트 장난감의 유리한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다양한 국가에서 
정한 엄격한 품질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이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및 중국, 브라질 및 
러시아와 같은 다른 신흥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뢰할 수있는 
파트너입니다. 

2. 프로토 타입 개발 

스마트 완구의 주요 품질 및 규정 요구 사항 

• 장난감 안전 및 화학 요구 사항 

• 무선 주파수 제어에 관한 EMC 규정 

• 유해 방사선의 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 

• 다양한 OS 플랫폼 (예 : Android 및 Apple IOS)의 소프트웨어 

호환성 

• 무선 산업용 인증 마크 (예 : Bluetooth, Wi-fi) 

• 레이저 / LED 안전 요구 사항 

 

3. 생산 

인터텍은 광범위한 글로벌 시험/인증 경험을 통해 다양한 장난감 및 전기 제품에 대한 국제 표준 및 현지 표준에 대해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고 인증 할 수 있습니다. 

• 아시아 FCC 통신 인증기구 (TCB)는 FCC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합니다. 

• OFCA (Office of the Communications Authority) 인증을위한 홍콩 지역 인증 기관 (LCB) 

• 완비 된 무선 주파수 테스트 센터 
 

스마트 장난감 

4. 선적 
• 포장 시험 

• 검사 

• 실사 프로그램 

• 판매 후 서비스 

1. 컨셉 및 디자인 

• 기술 및 추세 분석 

• 시장 다각화 

• 디자인 상담 

• 교육 

• 테스트 초안 (규정 및 성능) 

• 프로토 타입 평가 및 수정 

• 공급망 관리 

• 맞춤식 기술 지원 제공 

• 제품 규정 준수 

• 가격 및 처리 시간에 대한 경쟁력있는 패키지 

• 인라인 품질 검토 

• 구매자 프로그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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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 전 세계 산업계의 선도적인 Total Quality Assurance 제공 업체로서 보안 인증 및 보증 서비스 제공 업체인 Acumen 

Security, LLC (Acumen)를 인수했습니다. Acumen 은 세계 유수의 IT 솔루션 제공 업체들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인터텍의 

다양한 사이버 보안 및 IoT (Internet of Things) 서비스를 보완하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Acumen 은 One-stop 보안 인증 솔루션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과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제품 인증 및 유효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솔루션은 IoT 의 급속한 성장, 데이터 보안 위반의 증가 및 다양한 글로벌 인증 표준과 보안 

요구 사항으로 인한 보안 보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인터텍의 Sunny Rai 부사장은 "세계 유수의 IT 솔루션 제공 업체들은 기존 제품을 검증하고 신제품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해 Acumen 의 보안 전문 기술 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인터텍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및 IoT 서비스가 한층 강화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은 인터텍의 Total Quality Assurance 를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계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Acumen 의 Ashit Vora 공동 창업자는 "Acumen 은 기술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인증하는 광범위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우리 파트너에게 가능한 한 쉽게 인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인터텍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글로벌 고객 기반에 보안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인터텍의 IoT 와 소프트웨어 시험 서비스 

사물의 인터넷 (IoT) 

IoT 장치의 종합적인 시험은 개별적인 작동 및 전체적인 작동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중요합니다. 인터텍은 이러한 

스마트 솔루션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품질 보증, 성능, 보안 및 EMC 등의  IoT Smart Services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증 시험 

우리는 다양한 산업에 대해 소매, 장난감,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잠재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소프트웨어 보증 시험의 전문성과 유용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 등을 통해 제품 

및 시험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우리는 고객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고객의 데이터 보호가 

중요합니다.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 할 수있는 완벽한 보안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Internet of Things 의 출현으로 소프트웨어 전문성과 다른 시험 서비스를 활용하여 향상된 성능, 보다 엄격한 보안 및 

필수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HVACR, 가전 제품, 조명, 생활 안전 및 의료 기기와 같은 제품에 연결성을 추가하여 

방대한 산업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시험 및 품질 보증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웹사이트, 데스크탑 및 모바일 

장치를위한 완벽한 스펙트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Internet of Things, 소프트웨어 보증 시험 및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둔 솔루션을 통해 기술, 조명, 의료기기 및 생명 안전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텍 Acumen Security LLC 인수 
사이버 보안 인증 및 보증 서비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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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의 RED 서비스  

인터텍 한국에서 시험부터 승인까지 모두 가능하며, 인터텍 영국이 NB 로써 NB 

번호는 0359 입니다.  

인터텍의 FCC 서비스  

인터텍 한국에서 시험부터 승인까지 모두 가능하며, 인터텍 홍콩(미국) TCB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직접 시험을 통해 별도의 검토 비용이나 추가 시험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 

승인권자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단기간에 인증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RED (Radio Equipment 
Directive) 란?  
모든 무선 송신기 및 수신기 
관련 제품은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RED 에 준수해야 하며, 
현재 Harmonized 표준이 
발행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Notified Body 승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규격업데이트 
1. 연방통신위원회(FCC) 

문건 번호 내용 

KDB 789033 D02 일반 UNII 시험 절차의 새로운 규칙 v02r01 KDB Publication 789033 과 644545 의 병합 /  밴드 가장자리의 인쇄 오류 수정 

KDB 206256 D01 무선 마이크 인증 v02 방출 측정에 사용할 측정 감지기 명확화 

KDB 149672 D01 다양한 규칙 부품으로 인증 된 송신기 장치 v02 Part 95 의 FCC 17-57 개정 내용을 FCC 17-93 에 따라 Part 2 까지 반영 

- 섹션 I 은 추가 기본 고려 사항 및 지침으로 확장 

KDB 550599 D01 의료용 신체 부위 네트워크 v01r01 규칙 섹션 상호 참조는 FCC 17-57 에 추가로 업데이트  

- 상호 참조가 KDB Pub 에서 변경되었습니다. V) B) 방출 대역폭 및 V) C) 최대 

EIRP 측정 절차에 관한 ANSI C63.26-2015 에 대한 558074. 

- V) C) EIRP 측정 절차가 수정 됨 

질의 사항 

VHF 또는 UHF TV 방송 서비스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Biomedical Telemetry Device 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KDB 703967 을 참조하십시오. 

심장 박동기 및 제세 동기의 MedRadio 송신기 테스트에 Part 95 

규정에 명시된 Torso 시뮬레이터 및 조직 등가 재료(tissue-

equivalent)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KDB 617965 를 참조하십시오. 

 2. 2004 / 53 / EU 지침변경 

국가 유럽연합 (EU) 

변경규격 Harmonised Standards for Directive 2014/53/EU as of December 2017  

주요 내용 

무선 장비에 관한 지침 2014 / 53 / EU 에 따라 5 개의 추가 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1. EN 300 698 V2.2.1 내륙 수로에 사용되는 VHF 대역에서 운용되는 해상 이동 업무용 무선 전화 송신기 및 수신기 

2. EN 302 054 V2.1.1 기상 원조 (만료); 400,15 MHz ~ 406 MHz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되며 200 mW 까지의 전력 수준으로 

사용되는 Radiosondes 

3. EN 302 454 V2.1.1 기상 원조 (만료); 1 668,4 MHz ~ 1690 MHz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되는 Radiosondes 

4. EN 303 276 V1.1.1 해저 광대역 Radiolink 는 조화 된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 및 해상 구조물의 경우 5 852 MHz ~ 5 872 MHz 

및 / 또는 5 880 MHz ~ 5 900 MHz 대역에서 작동합니다 

5. EN 303 413 V1.1.1 위성 지구국 및 시스템 (SES); 지구 항법 위성 시스템 (GNSS) 수신기; 1 164 MHz ~ 1 300 MHz 및 1 559 

MHz ~ 1 61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장비 

지침 / 법규 Radio Equipment 

정보 유형 필수 / 일치 표준 

제품 카테고리 가정용기기 (Hom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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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시험/인증 
* 안전 인증 : 북미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 규격에 맞게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성능 시험 : 흡입력 뿐 아니라 필터 등 청소기 성능과 관련한 규격 / 벤치마킹 시험 제공 
* 전자파/RF 시험 : 각국의 전자파/무선 통신 규격에 준한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환경 시험  : 각국의 유해물질 규정에 준한 유해 물질 시험으로 제품 인증 발행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의 prop. 65 에 준한 평가 
서비스 
저희 인터텍의 전문 시험 엔지니어 준해 다양한 서비스를 가장 편하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기 종류에 따른 장점                                                         https://www.consumerreports.org/cro/vacuum-cleaners/buying-guide.htm 발췌 

Upright 청소기 캐니스터형 진공 청소기 막대형 진공 청소기 

수직형은 실린더형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도 넓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페트를 청소하는데 나은 

성능을 보이며, 특히 봉지로 되어 있는 모델은 

성능이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관하기 

용이합니다.  

캐니스터형은 맨바닥, 계단, 커튼, 덮개 & 가구 

밑 등을 청소하는데 수직형 청소기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모델은 

카페트를 청소하는데 수직형만큼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조용하고, 

각각의 파워헤드로 가볍기까지 합니다. . 

 수직형과 같이 긴 바디와 핸들 & 파워헤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지저분한 곳을 빨리 청소할 떄 

편리하고, 가볍습니다. 막대형 진공청소기는 

구부려서 작동하며 더러운 바닥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핸디형 진공 청소기(소형) 로봇 진공 청소기 중앙 진공 청소기 

이러한 소형 전기 모델은 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들기 편리하며 가볍고, 

맨바닥과 작은 카페트를 빠르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들은 천이나 덮개에 있는 

애완 동물의 털도 청소 가능합니다. 또한, 차 

내부 청소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로봇청소기는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혀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로봇청소기는 규칙적이거나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사양의 모델은 모서리 등에 몰리게 되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의 몇몇 

모델은 스마트폰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캐니스터형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진공바디 없이 호스와 

파워헤드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앙 진공 

청소기는 비교적 조용하고, 먼지통은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3. UL 1017 / CSA C22.2 No.243 : 북미 청소기 규격  

아래 규격에 해당하는 청소기를 비롯한 유사 제품에 대해서, 기존 인증 받은 제품은 모두 규격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며, 신규로 인증 취득 

제품 또한 업데이트된 규격으로 인증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규격은 2018 년 4 월 2 일부터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목 세부 내용 

규격번호 UL 1017 / CSA C22.2 No. 243, 9th / 5th Edition (2015 년 4 월 13 일 발행) 

규격명 Standard for Safety for Vacuum Cleaners, Blower Cleaners, and Household Floor Finishing Machines 

주요 내용 

• 모든 새로운 목록은 UL 1017 제 9 판으로 평가되어야합니다. 

• 기존 목록은 UL 1017 제 8 판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 제외) 

    - 인증 결정을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향후 새로운/개정된 요구 사항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경우 

NOTE: 현재 개정 된 표준은 즉시 적용되어야하며 위 조건이 적용됨을 이해하고 현재 요구 사항을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신청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신제품 평가에 사용됩니다. 

 

규격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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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의 글로벌 인증 서비스 
대만 BSMI 
 
대만 수출을 위해서 BSMI 승인서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인터텍의 BSMI 서비스 

인터텍은 대만 사무소를 통하여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기는 한국에서 시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대만 BSMI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전, 전자파, 무선 그리고 유해물질(ROHS)까지 적합함을 시험 증명하여야 

합니다.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알려 주신다면, 대만 시장 진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MI 마크 종류 : BSMI 로부터 승인을 득했거나 규정에 준한 제조자가 직접 프린터하여 사용 
 
 
                                            전기, 전자 제품, 가스 기기, 유아용 제품 등 제품 승인을 받은 상품에 적용 

 

 

                               컴퓨터 제품, 메인 보드 등 자가 선언된 상품에 적용 

 

 

                               형식 승인에 해당되는 담배 라이터, 가스 캔 등에 적용 

 

 

                               시멘트, 내화성 코팅 등 경영 시스템에 적용되는 상품에 적용 

 

 

안전 및 EMC 시험 BSMI 지정시험소 : 인터텍 대만 

시험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시험 종료 후 2-4 주 

인증 요건 대만내 대리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대만내 대리인에게 발급 

연회비 NTD 15,000(한화 50 만원) 

 
인터텍의 글로벌 서비스는 국가마다 지정팀원에 의해 제공되어지므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가 제공 가능합니다. 중동, 

남미, 아시아 등 여러 글로벌 국가의 필요 인증을 전세계의 인터텍 사무소를 통해 제공 가능합니다. 어디로 수출을 희망하고 

계신가요? 저희 인터텍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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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2017.11.30)-72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12 월 

5 일 시행함을 공지하였습니다. 내용 중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제 22 조, 별표 5)의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제 22 조, 별표 5) – 주요 내용  

*적합성평가 표시시점을 통관 전으로 명확히 함으로서 수입 및 판매 시 표시 적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적 식별표시 * 사용으로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 및 불편을 방지 *R(RADIO ACT, 

전파법)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병행수입 제품 구입 시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 

*적합성평가표시의 제품식별 부호에 하이픈(-)외 언더바(_)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본 표시는 2018 년 6 월 30 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2. 표시방법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2) 단면적이 최대 400 ㎟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표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 2 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 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e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 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 란에는 제 5 조에 따라 원정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 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 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 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EMC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일부 개정 알림 
 

인터텍은 전자파 적합성(EMC) 및 무선(RF) 시험이 가능한 최신 설비 10m Chamber 를 구축하여 고객들에게 One-Stop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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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흡수되는 휴대폰의 전자파량은 전자파흡수율(SAR)로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ICNIRP)가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 1.6 W/㎏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최대 출력은 250 mW 수준이며, 도심지역에서 실제 통화 시 휴대폰의 

출력은 약 10 ∼ 40 mW 정도입니다. 실제 통화 시의 SAR 값은 약 0.4 W/kg 

이하로서 휴대폰 제조사가 공개하고 있는 최대 SAR 값의 1/4 ∼ 1/10 정도입니다.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폰과 같이 우리 몸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통신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양을 말합니다. 단위는 [W/㎏]이며 인체조직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휴대폰이나 기지국의 전자파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07 년부터 휴대폰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전체 

무선국의 98% 이상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전기장 강도 기준에 비해 1/10 

미만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측정 결과는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전파환경정보시스템 (radiomap.rra.go.kr)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 방법은 기지국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매우 

낮은 곳에서부터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안테나 근접 지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후, 전자파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점에서 정밀하게 

재측정하여 측정값을 결정합니다. 
 

출처 : www.rra.go.kr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세기 :  

2011 년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생활가전제품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60 Hz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전자파인체 

보호기준치보다 낮은 값이 

나왔습니다. 또한, 거리별 측정을 

실시하여 가전제품의 전자파 안전 

사용 거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생활속의 전자파 
전자파의 세기는 어느정도? 
 

학교나 병원과 같은 일상생활 주변의 

세기 : 

2009 년 전국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병원, 인구밀집지역 및 지하철 역사 

등 1,460 개 장소에서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가장 

높은 곳은 전자파인체보 호기준값의 

약 1/400 수준이며, 대부분은 

기준값의 1/1000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결과는 

전파환경정보시스템 

(radiomap.rr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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