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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 특정 제품 및 산업과 관련된 위험 요인에 따라

설계되고 실행되는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고 스마트 솔루션으로 운영을
자동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Internet of Things (IoT)는 그 이상을 제공하지만, 
증가하는 연결로 인해 데이터 취약성, 서비스 중단 및
잠재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보증 (Regulation Assurance)

Intertek-EWA 캐나다의 IT 보안 평가 및 시험 (ITSET) 

시설은 인정 받은 제 3 자 시험 기관입니다. 귀사의

제품이 미국 및 국제 IT 보안, 정보 보증 및 데이터 보호

규격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규제 보증을 제공합니다.

• FIPS 140-2 

• ISO 15408 (Common Core) 

• Payment Card Industry (PCI) Standard 

• 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 ISO 27001 and ISO 27002 (Evaluations and 

Trainings) 

취약성 평가 및 애플리케이션 침투 테스트 (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pplication Penetration Testing)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IT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성을 파악한 다음 검토중인
시스템의 보안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웹 응용 프로그램 취약성 평가
• 방화벽 및 보안 장치 구성 검토
• 네트워크 인프라 취약점 평가

하드웨어침투서비스 (Hardware Penetration Testing)

통신 산업에 대한 높은 보증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프라

및 시스템의 펌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펌웨어 소스 코드 (Firmware Source Code) 
• 작동 가능한 펌웨어를 비트 수준까지 낮춤 (Operational Firmware Down 

to Bit level) 
• 사양에 대한 적합성

• 보드 디자인

• Ports of Entry 

보안검토및위협위험평가 (Security Reviews and Threat Risk 
Assessments)

산업 표준에 근거하여 조직의 모든 측면에 대한 보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EMC의 전문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영 환경을 파악하며 고객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기반으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 Network Security Architecture 
• 검토 및 설계 지원
• 위협 위험 평가
• 기업 보안 계획, 정책 및 절차 검토 또는 개발

관리되는 보안 서비스

네트워크 공격은 빠르고 놀라운 속도로 발생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및
시스템 로그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환경을 목표로하는 악성
활동에 대한 통찰력과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식별하고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네트워크 침입 탐지 서비스
• 시스템 로그 검토
• 시스템 및 네트워크 Forensics

사이버보안보증 (CYBER SECURITY ASSURANCE)

인터텍의안전보장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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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 RSS-Gen issue 5의주요변경사항

RSS-Gen Issue 5  주요변경점 추가및변경점요약

1
New section 2.6: add provision for a 
transition period.

* 전환기간(유예기간)에 대해 특정 RSS에 변환 기간에 대해 명시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2

Section 2.7.1: add requirement that certified 
devices have to be listed in the Radio 
equipment List (REL) before it can be leased, 
offered for sale, or sold.

*Issue 4                                                                                    * Issue5 Draft

* 빨간부분이 추가된 부분으로 Certified category I 제품은 판매 등 이 이루어 지기 전에 ISED 에 Listed 되어 한다는 내용입니다.
ISED 에 Listed되는 행위는 기존에도 이루어지던 부분 이었으나 판매 전에 Listed 해달라고 문서적으로 표시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New section 2.9: add provision for home-
build devices.

* RSS-210(Category I)과 RSS-310(Category II)을 만족하고 5개 이하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개인적인 사용용도인 제품에 대해 인증 받거나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New section 2.10: add provision for radio 
apparatus used for demonstration purpose.

* 개발, 연구 등등 용도의 무선제품은 인증이나 Labelling 규제에는 제외되지만 development licence 해야하며 또한, 이런 제품은 판매, 임대 등등
하면 안된다고 새롭게 명시 하고 있습니다.

5
Section 2.11: update provision for requesting 
a special authorization.

* 규격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기술적이나 제품이 특별한 경우 Special Authorization을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기존 RSS-Gen issue4의 Application for an Exemption에 비해 11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정리 및 Update 되었습니다.

6
Section 4: incorporate labelling specifications 
from 
RSP-100 into this document.

* issue 4 에서는 해당 RSS 문서의 요구조건만 언급되었으나 issue 5 에서는 해당 RSS 문서의 요구조건에 RSP-100 의 Labelling of Certified products 

요구조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7

Section 5.3: clarify that stand-alone receiver 
not operating in the band 30-960 MHz 
containing components which are covered 
by ICES, the applicable ICES shall apply 
including ICES labelling requirement.

* Receiver Equipment에서 Sanner Receivers와 Stand Alone Receiver를 제외한 Receiver Equipment에서 기존 항목에 더해 Interference Causing 
Equipment Standards(ICES)의 요건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8
Section 6.2: add reference to document REC-
LAB for 
requirements for test site facilities.

* issue 4 에서는 Non accredited site 와 Accredited site로 구분지어 요구조건 충족해야 했으나 issue 5 에서는 RSS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ISED에 listed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절차는 DES-LAB과 REC LAB을 충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

Section 6.6: add applicable restrictions when 
measuring field strength above 30 MHz at a 
distance greater than 30 m from the 
equipment under test.

* 30 MHz 이상 측정시 30 m 이상에서 측정 시 장비의 신호대 잡음비, Noise Floor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10
Section 6.8: modify the transmit antenna 
section to apply to both licenced and licence-
exempt equipment.

* issue 4 에서는 Antenna에 대한 요구조건을 Licenced 무선 제품에 한정지었으나 Issue5 에서는 Licenced 와 Unlicenced 제품 모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1
Section 6.9: clarify the requirements on test 
frequencies versus operating frequency 
bands.

* Frequency Range 및 Operation Frequency를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 Note를 더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Section 6.10: add requirement for average
detector to comply with the characteristics 

given in Publication #16 of the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CAN/CSA-CISPR) 16-1-1:15.

* CISPR Quasi-peak Detector에 대한 내용에 averge measurement 측정 시 CISPR average detector를 사용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13
Section 6.11: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the 
power supply voltage to be used when 
measuring transmitter frequency stability.

* Transmitter Frequency Stability를 측정함에 있어 전압 공급기기에 대한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14

Section 6.13.2: extend the frequency range 
for measuring unwanted emissions to 200 
GHz and add provision for measurement for 
equipment containing digital device at higher 
frequency.

* Issue4 에서는 fundermental 이 10 GHz 이하와 10 GHz 이상일때로만 구분지어 spurious 측정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Issue5 에서는
10 GHz ~ 30 GHz 와 30 GHz 이상일때 조건을 추가하여 spurious 측정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15

Section 8.7: add clarification on conditions 
for passive RFID 
tags to be exempted from any ISED 
certification, testing and labelling 
requirements.

* ISED인증으로 부터 면제 조건을 가지는 수동형 RFID tag에 대한 전원부분에 대한 금지 조건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

Section 8.9: add the frequency bands 
0.495-0.505 MHz, 8.41425-8.41475 MHz, 
149.9-150.05 MHz, 162.0125-167.17 MHz, 
167.72-173.2 MHz and 2483.5-2500 MHz to 
the Table of Restricted Frequency Bands.

* Restricted frequency bands에 해당 주파수 대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0.495 MHz ~ 0.505 MHz, 8.414 25 MHz ~ 8.414 75 MHz, 149.9 MHz ~ 150.05 MHz, 162.012 5 MHz ~ 167.17 MHz, 167.72 MHz ~ 173.2 MHz and 2 
483.5 MHz ~ 2 500 MHz)

17
Section 8.10: add requirement for unlicensed 
devices’ frequency stability where the 
frequency stability limit is not specified.

* Frequency Stability 측정에 있어 Unlicensed 장치에 대한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18
Section 9: remove definitions which are 
related to specific RSS(s).

* 특정 RSS 규격에만 관련된 정의는 삭제 하였습니다.

Category I equipment, which is comprised of radio 

apparatus which requires a technical acceptance 

certificate(TAC), pursuant to subsections 4(2) of the 

Radiocommunication Act and 21(1) of the 

Radiocommunication Regulations. Either the Certification 

and Engineering Bureau of Industry Canada (the Bureau) 

or a recognized Certification Body (CB) may issue a TAC/

Category I equipment consist of radio apparatus that requires a technical acceptance certificate(TAC), 

issued by the Certification and Engineering Bureau of ISED, or a certificate issued by a recognized 

Certification Body(CB), pursuant to subsections 4(2) of the Radiocommunication Act and 21(1) of the 

Radiocommunication Regulations, respectively.

Certified category I equipment shall be listed in ISED’s Radio Equipment List(REL) database.

No person shall import, distribute, lease, offer for sale, or sell Category I radio apparatus in Canada 

unless it is listed on ISED’s REL.

아래 표는 RSS-Gen issue 4에서 5로 변경된 부분을 요악한 내용 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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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변경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제 2017-61호 → 제 2017-206호)

제품 New Standard Clause no. 변경사항

전기냉방기

2. 인용표준
일부 인용 규격 삭제
KS C 9306: 2017 최신규격 적용
ISO 16358-1 인용 규격 추가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KS C 9306: 2017 최신규격 적용
냉매팽창기구 조절 값 및 냉매유량 조절 값에 대한 설명 추가
홈 멀티형 전기냉장기의 조합 추가
측정 기록항목 추가
일부 계산식 추가, 변경
스마트 기능구현 여부 추가

5.1최저소비효율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기준 강화

5.2.2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급기준 강화

전기냉난방기

2. 인용규격
일부 인용 규격 삭제
인용규격ISO 16358-1, ISO 16358-2 추가

4.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 냉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4. 전기냉방기’의 ‘3. 에너지효율 측정방법 (a)~(f)’를
따른다.

(b) KS C 9306-2017 부속서 E에 따라 난방기간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험항목 및
계수는 KS C 9306-2017 부속서 E 표 E.5를 적용한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 산출에 사용한 항목
및 계수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또한, 사후관리 시험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시험성적서의 항목과 계수를 사용한다.
- 측정 기록항목 추가
- 일부 계산식 변경

6.1최저소비효율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기준 강화

6.2.2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급기준 강화

상업용전기냉장고
1. 적용범위

냉장진열대 적용범위 설명 추가

- 냉장진열대 :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의 적용범위 중 식품 및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보관 및
진열을 주 목적으로, 유효내용적이 300L 이상 1500L 이하인 직립형 제품(냉동 온도로 조절 가능한
진열대 포함)이며 문의 유리부 또는 투명부의 비율이 전체 문 면적의 75 % 이상인 제품에 한한다. 

4.2.2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2018년 10월 1일부터 등급기준 강화

어댑터· 충전기

1. 적용범위 어댑터 제품의 기존 단일출력에서 다출력으로 적용범위 확대

3. 측정방법별 분류 어댑터 제품의 단일 및 복수 출력의 측정방법별 분류 추가

4.2.1 단일 출력 단자 제품
단일 전압/전류 제품의 측정방법은 기존과 동일함.
부하에 따라서 전압이 가변되는 제품은
각 전압/전류에 대해 효율을 구함.

4.2.2 복수 출력 단자 제품

복수 출력 단자 제품에 대한 아래와 같은 측정방법 추가

4.2.2.1.1 단일 출력 전류
명판 출력 전력을 단자별로 나눈 후 각 출력 단자에 부하조건 1에서 부하조건 5까지 연속적으로
동작효율을 측정

4.2.2.1.2 복수 출력 전류
-저감 계수 1 인 경우 : 각 단자의 출력 전력으로 부하를 인가하고 4.2.2.1.1과 동일한 방법을
동작효율 산출
-저감 계수 < 1 인 경우 : 각 단자의 출력 전류에 저감 계수를 곱하고 4.2.2.1.1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효율 산출

2017년 12월 29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인터텍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의거하여, 주요 가전기기에 대한 국내 에너지효율 시험 수행 뿐 아니라 해외 규격 (EPA, SASO, NEA 등)에
대한 KOLAS 인증을 획득하여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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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P 프로그램 LED 라이트엔진

보다빠르고유연한제품인증

조명 시험 및 인증의 혁신적인 리더로 발돋움 하는 인터텍은 최초로 조명 제조사들을 위한 Class P LED조명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제 인터텍은 LED Light Engines을 포함하여 Class P로 확장하였습니다.

인터텍의 LED Light Engine을 위한 Class P 프로그램

Class P 프로그램은 표준화 된 LED 조명 엔진 구성 및 등급에 대한 평가 및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규정합니다. 인터텍의 Class P 프로그램은
북미 시장의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조명 제품을 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 합니다. 인터텍은 LED 
조명 엔진에 Class P Listed 상태를 제공하는 최초의 시험/인증 회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업체, 산업 협회 및 규제 당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응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조업체는 품질 및 안전 규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민첩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Class P는 보다 유연한 옵션이기 때문에, 주요 조명기구 제조업체는 제품 개발 비용을 줄이고 시장 출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터텍은 고객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Class P의 장점

Class P 이전에는 LED 조명 엔진을 사용하는 등기구의 전반적인 평가 및 인증 과정에서 NRTL (National Recognition Testing Laboratory)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표준 LED 조명 엔진에 대한 제조업체 옵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등기구 제조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데 지연 뿐 아니라 이러한 대체 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금액을 지불 없이 이와 같은 등급의 LED 조명
엔진을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교환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LED 드라이버 용 Class P와 유사한 LED 조명 엔진 용 Class P는 조명 장비 제조업체가 Class P LED 조명 엔진을 새로운 조명 엔진이 사용될 때마다
인터텍이 조명 엔진 및 인증 보고서를 다시 시험하거나 검토 할 필요없이 다른 제조업체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텍의 General Coverage Program은 신제품 출시에있어 Class P LED 조명 엔진을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될 예정입니다.

LED 조명 엔진 용 Class P의 장점

• ANSI / UL 1598의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므로, 추가적인 온도 컷오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LED 등기구의 주요 전원 소스인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테스트를 최소화 합니다.
• 인터텍의 General Coverage Program에서 다루는 온도 제외 조명기구에서 LED 광원 사용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 LED 등기구와 함께 사용되는 렌즈의 가연성 등급에 대한 유연성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위한 3단계

• 기존의 LED 조명 엔진 평가
• 잠재적 대체 조명 엔진에 대한 향후 옵션 평가
• 인터텍의 안내를 받아 Class P로 LED 조명 엔진 인증

인터텍의 비전

인터텍은 조명 제조업체에게 LED 드라이버, LED 조명 엔진 및 LED 등기구를 인증하기 위한 가장 폭 넓은 범위와 가장 유연한 옵션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터텍은 100 개국 이상에 1,000 개 이상의 연구소가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조명 모듈, Arrays, 램프, 등기구, Controls 
에 대한 완벽한 글로벌 품질, 안전성, 성능, 규정 준수, 라벨링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입증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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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버터평가

ANSI/UL 1741 Supplement A 포함

최근의 ANSI / UL 1741 규격업데이트관련하여 Supplement A (SA)를

통합하여 IEEE 1547-2003에서다루지않는 Grid 상호작용기능을갖춘

인버터의적합성을확인합니다.

IEEE 1547 유틸리티상호연결기준은그리드에안정성문제가있을때
분산에너지자원 (Distributed Energy Resources)의연결을끊을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고급인버터는계속그리드를업그레이드할수있는
지원기능을갖추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인버터를 분류 위해 ANSI / UL 1741는

Supplement A (SA)를 포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ANSI / UL 1741 SA는

"유틸리티 상호작용 인버터" 와 "그리드 지원 유틸리티 상호작용

인버터"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ANSI / UL 1741 SA는 그리드 상호작용 기능 준수를 검증하고 그리드 지원

유틸리티 상호작용 인버터의 평가 기준을 정의하기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급 인버터는 유틸리티 상호 연결 DER 및 분산 발전 (Distributed 

Generation) 장비를 사용하여 그리드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지원

기능을 수행 할 수있는 인버터입니다.

ANSI / UL 1741 SA 테스트 절차는 광범위한 IEEE 1547 및 1547.1 규격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인버터 및 컨버터의 그리드 지원 기능을 준수하는지

검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요날짜

2016년 9월 7일 : ANSI / UL 1741이 Supplement A를 포함하도록 개정 됨
2017년 9월 7일 : 캘리포니아 주에 설치된 인버터는 규칙 21을
준수해야합니다. 요구 사항은 ANSI / UL 1741 SA와 함께 사용할 소스 요구
사항 문서 (Source Requirement Document) 입니다.

ANSI / UL 1741 SA의범위

각각의요구사항을갖는유틸리티상호작용인버터및그리드지원

유틸리티상호작용인버터로분류됩니다.

유틸리티 인터랙티브 인버터

• SA 및 기존 IEEE 1547 및 1547.1을 제외한 ANSI / UL 1741 적용.

기존과 변동 사항 없음

• ANSI / UL 1741 SA는 의무 사항이며 지역에 따라 다름

• IEEE 1547 및 IEEE 1547.1 준수도 필요

• 두 요구 사항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ANSI / UL 1741 SA가 IEEE 

1547 및 1547.1보다 우선함

로컬상호연결요구사항및보완 SA 

캘리포니아 규칙 21과 같은 지역 상호 연결 요구 사항이있는 상황에서는

현지 요구 사항은 ANSI / UL 1741 SA와 함께 사용되는 SRD (Source 

Requirement Document)입니다. SRD는 ANSI / UL 1741 SA의 테스트 방법과

함께 사용할 특정 변수를 설정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력 시스템에

스마트 그리드 기능을 구축하고자하므로 ANSI / UL 1741 SA와 함께

사용하려면 추가 SRD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버터제조업체를위한다음단계

ANSI / UL 1741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인버터 제조업체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옵션은 "유틸리티 액티브 인버터"로 인증 받기 위해

Supplement A, IEEE 1547 및 1547.1을 제외한 ANSI / UL 1741 제품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옵션은 "그리드 지원 유틸리티 인버터"인증을 획득하기위한

제품에 대한 Supplement A와 함께 ANSI / UL 1741에 대한 인증을

선택하는 것 입니다.

ANSI / UL 1741 SA에 따르면, 새로운 그리드 지원 기능은 선택 사항이지만

그리드 지원 기능이 있는 모든 새로운 유틸리티 상호작용 인버터 설치가

필요한 캘리포니아 및 하와이 같은 일부 주에서는 요구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자주하는질문

요구사항이충돌하는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요구 사항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ANSI / UL 1741 SA가 IEEE 1547 및
1547.1보다 우선합니다.  IEEE 1547 및 1547.1의 새 버전이 현재 개발 중이며
ANSI / UL 1741 SA는 차후 철회 될 수 있습니다.

ANSI / UL 1741 SA의테스트요구사항은무엇입니까? 
ANSI / UL 1741 SA에는 다음 테스트 항목이 필요합니다.
• Anti-islanding
• L/HVRT
• L/HFRT

Normal Ramp Rate and SS – Soft-Start Ramp
• SPF-Specified Power Factor
• Volt/VA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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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드 ECAS를준수하여세계시장으로의접근
아랍에미레이트의규제프로그램

아랍에미레이트는강제규제인 ECAS (Emirates Conf
ormity Assessment System) 를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전략과계획으로 아랍에미레이트로 수출할
계획이있으신분들은이규제를준수해야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ECAS 프로그램의개요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는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시장

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고, 재

산을 보호하며, 에너지 효율 평가를 시행하고,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규제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mirates Standards & Metrology Authority (ESMA)는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규제 기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ECAS라는 의무적인 규제 프로그램 하에 일종의
연방법 및 정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ESMA Conformity Affairs 부서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규제 제품에 대한 ECAS 시행

• EESL 프로그램 시행

• Emirates 품질 마킹 (EQM)

• 시장 감시 및 검사

새로운 강제 규제는 전기 전자 장비 (EEE), Sub-

assemblies, 부품 및 식품, 자동차 및 화학 산업과

같은 기타 산업 분야에 적용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전기 장비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대리점이

이해하고 준수해야합니다.

최근시행날짜

2017년 8월 1일 : UAE ECAS Ex

2018년 1월 1일 : UAE RoHS

공인된인증기관

아랍에미레이트제정법에 따르면 인터텍과 같은

공인된 기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된 인증

기관은 규격, 지역 요구 사항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ISO / IEC 17065에 따라 인증된 기관입니다.

공급업체의책임

모든 공급 업체들은 지정된 제품 인증 기관에 의해

제품 승인을 진행하고, 제품이 ECAS 기술 규정에

따라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유해물질제한 (RoHS)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내각의 결정
10/2017에 따르면, RoHS 실행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에서 전기 전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RoHS에 대한 ECAS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COC)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일부 EU RoHS 지침 2011/65에
적용되지만, UAE RoHS 법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두 가지는 시행 기간과
승인된 기관에 의해 발행된 COC 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의 전기 제품에
대한 ECAS (ECASEx)
아랍에미레이트는 정부 Order No. 23을
발표했으며, 이 공고는 새롭게 소개된
ECASEx의 새로운 규제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 접근은
IECEx OD 01 및 IECEx OD 02를 포함하여
IECEx에 정의 된 절차 및 규칙을 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ECASEx
프로그램은 IEC 규격을 사용하고 필수
공장 현장 품질 평가 보고서(QARs)를
포함하여 IECEx 계획 전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조명 제품에 대한 ECAS 적합성 평가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내각의 결정 No. 
34는 UAE 조명 제품 규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전기
안전, 에너지 효율, 기능, 유해 물질 및
안전 폐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품을 포함합니다
•백열 램프 (GLS) ≥ 16W, 선형 형광 램프, 
소형 형광 전구, 할로겐 램프, 발광
다이오드 (LED) 램프, 일반 조명용 제어
장치, 일반 조명용 등기구

저전압장비(LVE)용 ECAS 
이 규정은 교류 전압 50 ~ 1000 볼트, 직류
전압 75 ~ 1500 볼트의 입력 전압으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입니다. 이 범위의 전기 제품을
저전압 장비(Low Voltage Equipment)라고
합니다.

특정한 ECAS의 규정

에너지효율규격라벨링(EESL)
아랍에미레이트상공부는 ECAS에 따라 연방법 21호
에너지 효율 규격 라벨링(EESL)을 발표하였습니다. 
ECAS 프로그램은 전기, 전자 장치 및 특정 가스
제품에 대한 안전,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요구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된 제품은 EESL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제조업체들의 과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전기 전자 제품 (ECC) 및

장비를 수출하는 제조업체, 수출업체 및

대리인(agent)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이는 등 현재 시장

및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시험 절차를

따르고, 더욱더 환경 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R&D 및 기술 등을

소비하게 될 것이며, 제품의 재설계에 대한

잠재적 투자 뿐 아니라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감기한까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험 절차에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새로운 재료를 소싱하거나, 새로운
안전 인증을 획득하거나, 전체 제조 공정을
재평가하거나 다시 테스트해야합니다. 

인터텍의 장점

인터텍의 전세계 직원은 보증,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규제 및

기술 준수 요구 사항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텍의 컨설팅 및 품질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효과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준수 전략 및 위험 관리

•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충족되는지 확인

• 규제 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

• 기업의 장점 개발과 유지

• 브랜드 보호

• 제품 리콜, 시장 접근의 어려움, 판매 손실

및 오래된 재고와 같은 손실 최소화

인터텍은 전 세계의 유능한 전문가, 실험실
및 인증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아랍에미레이트 ECAS 프로그램을위한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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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SVHCs Candidate List 추가 7종및

Bisphenol-A 업데이트안내

유럽 화학 물질청( European Chemical Council, ECHA) 은 7종의 고위험성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을 후보목록에 추가하고

Bisphenol-A (BPA) 항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ubstance name CAS number Reason for inclusion

4,4’-isopropylidenediphenol
(bisphenol A; BPA)

80-05-7 Endocrine disrupting properties (Article 57(f) - environment)

1 Chrysene 218-01-9
Carcinogenic (Article 57a)

PBT (Article 57d)
vPvB (Article 57e)

2 Benz[a]anthracene 56-55-3
Carcinogenic (Article 57a)

PBT (Article 57d)
vPvB (Article 57e)

3 Cadmium nitrate 10325-94-7
Carcinogenic (Article 57a)Mutagenic (Article 57b)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after repeated exposure 
(Article 57(f) - human health)

4 Cadmium hydroxide 21041-95-2
Carcinogenic (Article 57a)Mutagenic (Article 57b)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after repeated exposure 
(Article 57(f) - human health)

5 Cadmium carbonate 513-78-0
Carcinogenic (Article 57a)Mutagenic (Article 57b)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after repeated exposure 
(Article 57(f) - human health)

6

Dodecachloropentacyclo[12.2.1.16,9.02,13.05,10]octadeca-7,15-
diene (“Dechlorane Plus”TM) [covering any of its individual 

anti- and syn-isomers or any combinationthereof]
- vPvB (Article 57e)

7

Reaction products of 1,3,4-thiadiazolidine-2,5-dithione, 
formaldehyde and 4-heptylphenol, branched and linear (RP-
HP) [with ≥0.1% w/w 4-heptylphenol, branched and linear]

- Endocrine disrupting properties (Article 57(f) – environment)

Intertek Testing Service

• SVHCs Candidate List (181종) 분석 가능
• 기존 174종 시험을 진행했다면 추가된 7종만 시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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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전자파

무선기기전자파의이해

무선기기전자파는무엇인가요?

우리 생활 속에서의 전자파는 햇빛, 지구자기장 등의 자연적인 전자파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통신을 하는 휴대폰 등의 무선기기, 치료에

사용하는 X-레이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파가 있습니다.

무선기기는 3,000 ㎓ 이하의 전자파를 사용하여 방송, 통신, 교통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선기기 전자파는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전파출력이 안테나를 통해

시간적 변화를 갖는 자기장과 전기장으로 공간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무선기기전자파는어떻게분류되나요?

무선기기 전자파는 흔히 FM라디오나 TV방송에서 사용하는 VHF

(초단파)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UHF(극초단파) 등 주파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무선기기는 76 ㎓(76×109 Hz)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 정도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245 ㎓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정부는 3,000

㎓(3×1012 Hz)까지의 전파 영역에 대하여 사용 용도에 맞게 주파수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란?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의 횟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Hz(헤르쯔)로 나타냅니다.

전파와전자파의구분

전파 :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3,000 ㎓

이하의 전자파

전자파 :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을 포괄하는

개념

크기를표현하는기호

출처 : www.rra.go.kr



2018-02

인터텍소개

인터텍은 세계적으로 100 개국 이상의 1,000 개 지역에 42,0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Total Quality Assured 실현 기업입니다. 인터텍은

귀사의 제품이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품질, 건강, 환경, 안전 및 사회적 책임 표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제품의안전시험및인증, 전자파(EMC) / 

무선(RF) 시험, 에너지효율시험, 성능시험등폭 넓은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국내에서 모두 제공합니다. 

전기안전시험 전자파및무선시험 에너지효율시험 환경및유해물질시험

전기 전자 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분야의 글로벌리더

제품의 관련 규격 적합성 보장

북미, 유럽연합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품의 안전 규격에 의한
전문가의 제 3자 시험 서비스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23개의
전 자 파 적 합 성 (EMC)/ 무 선 (RF)
실험실

KC인증뿐만 아니라 국제 글로벌
인증에 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고주파 분석기를 통한 폭 넓은
무선인증 서비스 제공

전 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에너지
효율 시험 요건 충족

전 세계 시장의 요구조건에 준한
인정된 시험소 운영

고객 맞춤 서비스를 통한 일정
준수 및 융통성 있느 업무 관리

국내 서울 , 울산 시험소에서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 제공

RoHS, REACH, Halogen Free 등 고객
맞춤 솔루션 제공

KOLAS CBTL KC ETL RCM

FCC CE EAC SABS S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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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군포시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빌딩

Intertek building, 3, Gongdan-ro 160beon-gil, 

Gunpo-si, Gyeonggi-do, 15845, Korea

Tel : +82 2 567 7474 / Fax :+82 2 567 8482

+82 2 567 7474

www.Intertek.co.kr

군포본사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빌딩(15845)

창원사무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SK 테크노파크 테크동 918호

(51573)

서울시험소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04793)

울산시험소

경북 울주군 청량면 용암길 34

(689-865)

+82 55 603 0640 +82 2 6090 9550 +82 52 257 6752

담당자 : 최하영대리 +82 31 8069 3716 henry.choi@interte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