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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험, 인증 자문 솔루션 제공

미래는 스마트 세대 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 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전, 송전 및

배전, 새로운 표준 및 규정,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와 제조 업체는 전기

그리드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반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모든

담당자는 신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고 수출, 브랜드 및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스마트 그리드 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터텍과 같은

숙련된 파트너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제품 출시를 위해 제조업자는 랙킹(Racking)에

대한 글로벌 규격뿐만 아니라 동시에 평가될 수있는 비슷한

표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텍은 광범위한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실험실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제조 업체를위한 Racking, Mounting, Grounding 시스템

테스트 및 인증을 제공합니다.

인터텍의 서비스

인터텍은 재생가능하거나 전통 방식의 발전기, 전력 설비, ISO, 

수요 반응 (Demand Response), 집계 장치(Affregators), 스마트

장치, 제조업체, 스마트 장치 완성물(Integrator) 및 가정 & 

건물 자동화 개발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에게 테스트, 인증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텍의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는 귀사의 장치 및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배치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 산업에 관련된 새로운

규격 및 규제 요구 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귀사의 스마트 그리드의 보장가치 뿐 아니라

혹시 모르는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nd-to-End Smart Grid Services

프로그램 개요 서비스 Segment 적용

Commissioning 서비스

Intertek은 위험 평가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평가, 사전 인증 및

프로그램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EE) 및 수요

반응 (DR) 프로그램 디자인

• 기술 평가

• 기술 플랫폼 개발

• 구현 계획

• 조달 지원

• 규제 지원

가정 & 건축

Intertek은 ‘Smart’ 제품과

서비스의 open source 시행

뿐 아니라 등록을 End-to-

End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스마트 미터

• EV 충전소

• HVAC 및 냉장고

Distributed Generation 및

Renewables

Intertek은 발전 장비에

대한 인증 및 준수 프로그램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회사, 

규제 기관 및 국가 연구소에

자산 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통적인 화석,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

• 전통 및 재생 에너지 용

인버터 및 컨버터

•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 광전지 (PV) 모듈

• 소형 및 대형 풍력 터빈 • 

연료 전지들

• 마이크로 -CHP (열병합

발전) 

• Biomass, Tidal 등

인증 및 규정준수

Intertek은 시험 및 인증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업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규정 및 규격 환경을

준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Interoperability 테스트

- 보안 계층

- 전송 계층

- 미디어 계층

- 응용 프로그램 계층

- OpenADR

안전 및 규제 테스트

- EMC 테스트- Surge 

테스트- ESD 

테스트에너지효율-Energy 

Star 

성능 및 검증

Intertek의 전문가는 귀사의

서비스와 제품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가치가 좋게

평가되고 검증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에너지 효율 및 수요 대응

프로그램 평가

• 표준 준수 관리

• 엔지니어링 지원 및 자산

관리

• 스마트 그리드 가치 제안

수요 반응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 교육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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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2008년 8월 1일 법 11,762 : 아동과 학교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니스
그리고 유사한 물질에 허용되는 납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환경부 (Ministério do Meio Ambiente-MMA)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에
포함되는 납 성분의 최대 한계를 설정하여 발표했습니다. (표면 도포를
위한 액체 형태)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사항 : 중량 기준으로 90ppm(0.009%), 건조 기준 또는 전체
비휘발성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 금속 리드로 표시해야 합니다.

2. 다양한 표면에 도포되는 모든 페인트 및 표면 코팅까지 모두 적용
됩니다.

3. INMETRO(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Quality and Technology)는
요구사항을 만족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 입니다.

4. 제조 업체 또는 수입 업체는 INMETRO에서 요청할 경우,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납 농도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시험은 INMETRO가 승인한 실험실 또는 INMETRO가 상호 서명한
승인 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6. 이 규정이 시행되면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 5년 : 교통 및 안전 표지에 사용되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
b. 3년 : 다음에 사용되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 재료

• 자동차, 비행기, 선박 및 철도 Wagons
• 가정용 기기 및 금속 가구
• 독점적인(exclusive) 예술적 사용
• 농업 및 산업 장비
• 산업, 농업 및 상업용 금속 구조물
• 녹 방지 페인트 처리

c. 1년 : 이 법의 조항이 적용되는 기타 모든 페인트 및 표면
코팅

7. 2008년 8월 1일 법 11,762은 이에 따라 폐지될 것 입니다.

Brazil – 페인트 및 표면 코팅의 납 기준 제한

인터텍의 서비스

빠른
서비스

제품을 테스트하고 PAL인증을 받는 기간이 시장에서
가장 빠릅니다.

매출 증대
고객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하여
고객의 수익 잠재력과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합니다.

유연성 및
효율성

인터텍의 목표는 고객이 제품 개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출시하고 고객이 원하는 모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에 따라 필요한 보증,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격·규정 업데이트

IEC 62368-1, 새로운 위험 기반의 표준

IEC62368-1 2은 IT및 오디오/비디오 장비에 대한 전기 안전 규격입니다.
60065와 60950-1의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 이전 버전을 효과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입니다.

전기 안전 준수를 위한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IEC62368-1은 과거 규격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요건과
공식 규칙의 설명에 기초하는 대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위험에 대한 보호 방법을 더 유연하게
제공합니다.

HBSE(Hazard-Based Safety Engineering)는 제품 안전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규격 개발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HSBE의 전제는 기술, 건설, 제품 디자인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제조 업체들이 제품 규격을 수정하지 않고도 시대를
앞서 갈 수 있게 합니다.

IEC62368-1은 IECEE CB(인증 기관)계획과 완전히 호환되며, 공식
TRF(테스트 보고서 양식)을 포함합니다. 

인터텍은 IEC62368-1,1차 또는 2차 Ed에 대한 CB테스트 보고서와
인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미 지역의 ETL 취득과 인증을 받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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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번호

질문 답변

172838
이 KDB 발행물에서 이전에 언급 된 주제는 이제 KDB 
발행물 888861에서 다루어 집니다

711889
이 KDB 발행물에서 이전에 언급 된 주제는 이제 KDB 
발행물 888861에서 다루어 집니다

888861

Part 95에 따라 작동하는
GMRS 및 FRS 무선 장치의
인증 요건은 무엇입니까?

첨부 문서 888861 D01 Part 
95 GMRS FRS v01은 Part 
95의 규정에 따라 GMRS 및
FRS 무선 장치의 인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27764

제 18 조에 따라 산업 과학 및
의료 (ISM)로 간주되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A첨부 227764 D01 ISM 장비
v01은 ISM 장비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파트 18에서
제공합니다.

965270
이 KDB 발행물에서 이전에 언급 된 주제는 이제 KDB 
발행물 940660에서 다루어 집니다.

940660

Part 96에 의거 한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CBRS)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사용
되어야 합니까?

첨부 파일 940660 D01 Part 
96 CBRS Eqpt v01은 해당
승인 절차, 기술 요구 사항 및
Part 96 SSRS (Spectrum 
Access System) 평가와 CBRS 
(시민 광대역 무선 서비스) 
상호 작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552295

Part 90Z에서 요구하는 경합
기반 프로토콜 (CBP) 운영
설명서를 제공하기위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지침은 아래의 첨부 파일에서
제공됩니다. CBP 3650-3700 
Band v03 지침 552295.

393764
초 광대역 장치의 승인을
위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은 첨부
파일 393764 D01 UWB FAQ 
v02를 참조하십시오. 이 첨부
파일은이 발행물에 이전에
출판 된 자주 제기되는 질문
모음으로, 최근 변경 사항
(2015 년 7 월)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FCC KDB 업데이트, 2018.02

규격·규정 업데이트

호주, 뉴질랜드 ENERGY STAR® program 불참

앞으로 웹 서비스를 통해 미국 환경 보호국 (EPA)에 제출 된 모든
신규 인증이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는 해당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18년 3월 12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관련 모든 제출 서류는
Energy Star System 의해 거부당할 것입니다. 인증 기관 (CB)이 이미
인증 된 제품을 수정하거나 철회 할 수 있도록 해당 모델이
어디에서 판매되었는지에 따라 Qualified Product Exchange (QPX)의
＇열거 (enumeration)＇옵션으로 나열됩니다.
다른 이유로 승인 제품에 대해 수정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재
목록의 호주 및 뉴질랜드 관련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사무용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카테고리의 유일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는 비 사무용품 카테고리에
대해 ENERGY STAR와 공식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품 카테고리의 데이터 제출에는 미국과 캐나다 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무용품 카테고리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와 정식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해당 시장 제품
범주에 대한 제출물에 계속 포함 되어야 합니다.
사무용품 카테고리에는 현재 컴퓨터, 이미징 장비, 디스플레이,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및 컴퓨터 서버가 포함됩니다.

EPA는 CB가 2018 년 3 월 12 일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초기 인증을
시장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검증하여 QPX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특정 제품 카테고리에 허용되지 않는 시장에 제출
된 제품은 EPA에 의해 거부됩니다.
제출 상태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든 새로운 제출 및 수정의 제출
상태를 검토 해야 합니다.

http://www.tcbcouncil.org/link.asp?e=gary.li@intertek.com&job=3258788&ymlink=212509863&finalurl=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3D20240%26switch%3DP
http://www.tcbcouncil.org/link.asp?e=gary.li@intertek.com&job=3258788&ymlink=212509863&finalurl=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3D45157%26switch%3DP
http://www.tcbcouncil.org/link.asp?e=gary.li@intertek.com&job=3258788&ymlink=212509863&finalurl=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3D239603%26switch%3DP
http://www.tcbcouncil.org/link.asp?e=gary.li@intertek.com&job=3258788&ymlink=212509863&finalurl=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3D21002%26switch%3DP
http://www.tcbcouncil.org/link.asp?e=gary.li@intertek.com&job=3258788&ymlink=212509863&finalurl=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3D44115%26switch%3DP
http://www.tcbcouncil.org/link.asp?e=gary.li@intertek.com&job=3258788&ymlink=212509863&finalurl=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3D229297%26switch%3DP
http://www.tcbcouncil.org/link.asp?e=gary.li@intertek.com&job=3258788&ymlink=212509863&finalurl=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3D41687%26switch%3DP
http://www.tcbcouncil.org/link.asp?e=gary.li@intertek.com&job=3258788&ymlink=212509863&finalurl=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3D20253%26switch%3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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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험

인터텍의 성공적인 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식품 서비스
및 기타 상업용 가전 제품의 위생 표준 준수 및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북미 지역에서 식품 서비스, 상업용 주방 및 기타 상업용 장비 제품을
판매 할 때 미국 표준 협회 (ANSI)가 인정하는 해당 NSF 위생 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ANSI 인증 기관인 ANSI / NSF 표준에 따라 식품 서비스 및 상업용
장비에 대한 위생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장에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으로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ETL 위생 마크

테스트를 마친 제품이 해당 ANSI / NSF 규격을 준수 함을 입증하면
독점적인 ETL Sanitation Mark를 발행하여 미국 및 캐나다에서 판매 할
수 있습니다.

ETL 위생 마크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생산 및 식품이
생산되는 환경에서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이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계속적인
적합성을 확인하기위한 후속 검사가 필요합니다.

위생 및 안전 테스트

시장으로의 진출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위생 및 전기 안전
(ETL Listed Mark) 테스트를 위한 샘플을 동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번의 테스트를 통해 두 가지 마크를 위한 테스트 및 인증 모두
하나의 샘플만 필요하며 단일 방문에서 필요한 후속 검사가 수행 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인터텍은 ANSI / NSF 
규격 외에도 ANSI / UL, CSA, ASTM 및 기타 전기 규격을 테스트합니다.

추가적으로, ANSI / NSF 50에 대한 수영장, 온천 및 수상 레크레이션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위생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테스트 가능한 위생 규격

ANSI/NSF 2
ANSI/NSF 3
ANSI/NSF 4
ANSI/NSF 6
ANSI/NSF 7
ANSI/NSF 8

ANSI/NSF 12
ANSI/NSF 18
ANSI/NSF 20
ANSI/NSF 25
ANSI/NSF 37

ANSI/NSF 169

미국가전협회 (AHAM 프로그램)

AHAM 프로그램이란? 

AHAM은 미국 가전제품협회입니다. 가전제품 산업 무역 협회의

리더로서 AHAM은 리더쉽과 신념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67년 독립된

시험소를 통하여 제품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들에 대하여 검색

가능한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AHAM을 통한 시험이 시장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AHAM의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제조사들은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AHAM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 받은 제품들은 제조사에서 명시한 제품 설명에 따라 제품이

작동될 것이라는 확신을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AHAM 인증 프로그램

AHAM 인증 프로그램들은 독립된 시험소의 시험을 통해 각 제품의

에너지, 용량, 특정 성능기준에 대해 균일하고 실제적인 검증을

제공합니다. AHAM은 EPA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며, ENERGY STAR

인증시험 관리기관으로도 승인 받았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해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등급과 측정된 에너지 소비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보장하는 검증 시험은 언제든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조사들은 제품의 포장 또는 등급 라벨에 표시되는 AHAM

인증마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

이 프로그램에는 AHAM 회원과 관련 없는 제조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가전제품을 유통하는 제조사들은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AHAM의 공기청정기 프로그램에는 미국과 캐나다로

유통하는 제조사 또는 브랜드 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사들은 인증 제품의 디렉토리에 독립된 시험소로부터 인증

받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디렉토리는 소비자의 접근이 항상

가능하도록 온라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무작위로 선택되어 독립된 시험소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제품의

용량, 크기, 에너지와 성능 기준에 대하여 인증이 제공됩니다.

만약 제품이 요구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AHAM 인증 마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정은 인증 기관이 자신의 능력과 독립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수단이며
ISO 규격 17065는 인증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요 평가사 인 ANSI, IAS 및 A2LA가 ISO 17065를
인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규제 기관은 또한 규격을 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와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건물 코드가 ISO 17065를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지방 관할 구역이 인정을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정은 제품이 최소한의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심지어 경쟁의 장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NRTL 프로그램

미국의 특정 인정 프로그램의 예로는 OSHA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OSHA에서 규제하는 제품으로 전기 설비, 조명, 전기 제품, HVACR, 방화문, 화재 탐지 및 소화 장비, LPG 활용 장비 및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할 장비를 포함합니다.

OSHA 신청자는 필요한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결과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 제품 인증 기관을 운영하는 절차, 독립된
기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OSHA는 매년 연구소를 감사하여 운영 품질을 유지하고 인식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실행 표준
• ISO/IEC 17025 – 시험소
• ISO/IEC 17020 – 검사 기관
• ISO/IEC 17065 – 인증 기관
• NRTL – OSHA 지정 실험실

인정 기관 (US & Canada)

• ANSI – ANSI.org

• A2LA – A2LA.org

• CALA – CALA.ca

• IAS – IASonline.org

• NVLAP – NIST.gov/nvlap

• OSHA – OSHA.gov

• SCC – SCC.ca

인정 기관 (Korea)

• KOLAS

공인된 인증 기관의 인정은 다른 인증 제품과 동등하게 받아 들여
져야합니다.

IAS 웹 사이트에서 볼 수있는 IAS의
＂인정 범위“ 인증서 예시 입니다.

실험실 및 테스트 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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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editation

인정이란?



유럽 연합 REACH SVHC 목록이 181개로 증가하고, 제33조의 REACH 후보 물질 목록에 따라 0.1%가 넘는 제품을 포함하는 물품에 대해 SVHC는

고객에게 최소한 그 물질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재판소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함에

따라, 0.1% 중량 한계를 초과하지 않던 많은 제품이 한계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 당국은 REACH 표준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고, 수많은 비 정부 기관과 NGO로부터 계속해서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덴마크의 EPA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 2018년에는 REACH 

표준을 강화할 것이며, 8개의 소매 업체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8년 EU REACH 시행의 증가

행동 지침

REACH 규정은 2018년 더 많은 시행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규정은 화학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기 및 전자
제품으로 제한되는 유럽 연합 RoHS 규정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만약 귀사가 제조하는 제품이 유럽 시장 또는 그 제품을 주문하는
소매 업체에 배치됐다면 0.1%의 중량을 초과하는 각각의 “제품”
에서 SVHC의 정보를 포함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의 브랜드에 타격을 받고, 제품 리콜, 
민사 소송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U REACH, Annex XIV(허가 목록)에 포함 될 7가지 물질 제안

유럽 화학 물질청( European Chemical Council, ECHA) 은 REACH Regulation 
(EC)No 1907/2006의 Annex XIV(허가목록)에 포함될 고위험군 우려물질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7가지 물질을 제안 했습니다.

Substance name CAS number
Reason for 
inclusion

1

sec-butyl-2-(2,4-dimethylcyclohex-3-en-1-yl)-5-
methyl-1,3-dioxane [1], 5-sec-butyl-2-(4,6-
dimethylcyclohex-3-en-1-yl)-5-methyl-1,3-
dioxane [2] [covering any of the individual 

stereoisomers of [1] and [2] or any combination 
thereof] (karanal group)

- -

2
2-(2H-benzotriazol-2-yl)-4,6-

ditertpentylphenol 
(UV-328)

247-384-8 25973-55-1

3
2,4-di-tert-butyl-6-(5-chlorobenzotriazol-2-

yl)phenol 
(UV-327)

223-383-8 3864-99-1

4
2-(2H-benzotriazol-2-yl)-4-(tert-butyl)-6-(sec-

butyl)phenol 
(UV-350)

253-037-1 36437-37-3

5
2-benzotriazol-2-yl-4,6-di-tert-butylphenol 

(UV-320)
223-346-6 3846-71-7

6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10-alkyl 
esters; 1,2-benzenedicarboxylic acid, mixed 

decyl and hexyl and octyl diesters with ≥ 0.3% 
of dihexyl phthalate (EC 201-559-5) 

271-094-0,
272-013-1

68515-51-5,
68648-93-1

7
1-methyl-2-pyrrolidone

(NMP)
212-828-1 872-50-4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https://echa.europa.eu/-/echa-proposes-seven-substances-for-

authorisation
➢ https://echa.europa.eu/previous-recommendations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PVC를 포함한 어린이용

장난감 41개와 그 밖의 제품들이 총 18개의 프탈레이트에 초점을 맞추어

시험하도록 되었습니다. (13개의 프탈레이트가 목록에 있었습니다.)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41개 제품 중 32%의 제품이 프탈레이트를 0.1%이상

농도로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ACH 33조에 따라 SVHC 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한 제품에 대한 SVHC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 5개의 소매 업체는 답변하지 않았다.
• 실험 소매 업체들은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6개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두 소매 업체는 실험 제품에 있는 모든 프탈레이트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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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의 REACH 서비스

- SVHCs Candidate List (181종)  분석 가능 합니다.

- 기존 174종 시험을 진행했다면 추가된 7종만 시험 가능 합니다.

인터텍은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으로 환경 시험을 진행하는 글로벌

시험소 현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 시험소와 울산

시험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에 따라 보다 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ROHS 부터 SVHC 까지 다양한 시험 분석을 인터텍을 통해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4일의 기간으로 ROSH 분석이 가능합니다!

https://echa.europa.eu/-/echa-proposes-seven-substances-for-authorisation
https://echa.europa.eu/previous-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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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기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3가지의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기기의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한목적 – 운영효율을규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 산업용 및 건물용 고효율 기자재의 보급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대기 전력 소비에 대한 규제

절차

▪ 시험 : 제조자 (국내 물품) 또는 수입자 (수입품)에 의한 신청서와 증명서는 신청자에게 발행됩니다.
▪ 제품 등록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는 인증 된 제품을 웹 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비는 없으며 시험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종류 특성 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
급제도

의무적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밥솥, 진공 청소기, 팬, 공기청정기, 램프, 안정
램프, 모터, 보일러, 창문, TV, 전열 팬, 레인지, 열 펌프, 제습기,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총 27 개 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
재인증제도

임의적
자동 발광 강도, 에너지 회수 통풍기, 산업 및 건물 용 가스 보일러, 펌프, 원심 및 스크류
냉각 장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메탈 할라이드 램프 안정 장치, 나트륨 램프 안정
장치, 인버터, 가열 자동 온도 조절 장치, LED 램프 등 (총 48 개 품목)

대기전력저감프로
그램

의무적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스, 복사기, 스캐너, 올인원 프린터, 자동 에너지 절약 제어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DVD 플레이어, 전자 레인지, 셋톱 박스, 도어 폰, 유무선 전화기, 
라디오 플레이어, , 모뎀, 홈 게이트웨이 시스템, 서버, 핸드 드라이어 등 (총 21 개 항목)

한 장소& One-stop Service
안전, 에너지 효율, EMC/RF & Chemical (ROHS, WEEE)
▪ 전 세계 승인: NA, EU,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기술성, 전문인력
▪ 인증 : ISO 17025, CBTL, ILAC, EPA, RRA 등.
▪ 자체 시설 및 숙련 된 전문 기술
맞춤형 고객 서비스
▪ 처리 시간 단축 및 합리적인 테스트 수수료
▪ 전체 인증 가이드 라인

인
터
텍
의

장
점

▪ 신청서

▪ 샘플(각종 제품 별)

▪ 제품 사양

▪ 사용 설명서 및 제품 라벨

▪ 회로도

신청
제조업체
및 한국

수입 업체

KEMCO에 등
록 된 보고서

테스트

In Intertek 
KR

90 일 이내에
제품 등록

제조업체
및 한국

수입 업체
등록 확인KEMCO

KOREA CERTIFICATION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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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사업 공고

우수 제품을 개발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 5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인증(적합성 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지원사업 일정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사업지원절차

지원 내용
전파인증 시험비용에서 매출액 규모에 준해 90%, 70%, 50% 차등 지원(인증비 및 면허세 제외)

신청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인터텍으로 연락 주십시오!

구분 1회 2회 3회

신청∙접수 ‘18.2.1 ~ 3.12 ‘18.5.1 ~ 6.9 ‘18.8.1 ~ 9.9

평가∙선정 ‘18.3.13 ~ 4.11 ‘18.6.10 ~ 7.9 ‘18.9.10 ~ 10.12

지원금지급 ‘18.4.12 ~ 4.30 ‘18.7.10 ~ 7.31 ‘18.10.13 ~ 11.2

* 지원회차는 지원수요 및 예산의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1회 2회 3회

적합인증(등록)일 ‘17.2.1~’18.1.31 ’17.5.1~’18.4.30 ‘17.8.1~’18.7.31

인터텍은 전 세계 인증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전문 시험소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증 기관입니다. 

전기 안전, 에너지 효율, 전자파, 유해물질(ROHS)의 전 분야의 자체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번의 컨택으로

전 분야의 인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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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전자파

생활 속 무선기기 전자파의 인체 영향

일상생활에서의 무선기기 전자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햇빛처럼 무선기기 전자파에 노출되면 인체에 흡수되어 미세하게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 무선기기들은 전자파 세기가
미약하여 거의 체온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무선주파수(RF) 
전자파를 암 발생 등급 2B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과학적인 근거의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함을 밝힌 것입니다.

휴대폰 전자파는 인체에 안전한가요?

휴대폰의 최대출력은 250 mW 수준이며, 도심지역에서 실제 통화시에는
약 10 ~ 40 mW 정도입니다. 인체와 밀착하여 사용하는 휴대폰은 인체의
열작용을 고려하여 전자파흡수율(SAR)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건강영향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인의 경우, 과학적
기본한계보다 1/50 낮은 수준인 1.6 W/㎏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SAR)값은 공개 되고 있으며 공개된 SAR값의
평균은 0.699 W/㎏ 입니다.

출처 : www.rra.go.kr

이웃집 무선공유기(Wi-Fi) 전자파가 우리 집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휴대폰의 Wi-Fi와 무선공유기(Wi-Fi) 모두 일반적으로 10 mW/㎒
이하의 낮은 출력으로 근거리 통신을 하므로 인체에 단기적 열상승은 매우
미약합니다.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폰의 Wi-Fi나 태블릿 PC의
Wi-Fi는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Wi-Fi는 약 1/108 mW 정도의 전자파가 존재하여도 수신이
가능하므로 이웃집의 무선공유기(Wi-Fi) 신호가 아주 잘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웃집 무선공유기(Wi-Fi) 전자파의 출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콘크리트 벽을 통과할 때 1/10 ~ 1/100 정도가
통과하고 공간 상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많이 감소되므로
출력은 매우 낮아져 우리 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블루투스 전자파가 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기는 2.4 ㎓대역에서 3 mW 이하의
평균 전파출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이어폰
선이 안테나 역할을 하여 전자파를 모아 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는 상대적으로 휴대폰보다 출력이 낮으므로 통화 시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휴대폰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전자파
노출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RFID 전자파는 우리 몸에 괜찮은가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는 동물관리, 교통·물류 유통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RFID기기는 버스,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13.56 ㎒대 교통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약 7.5 mW
이내의 출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카드는 단지
교통카드 단말기의 전파를 받아 정보를 단말기가 인식하는 형태의 전원이
없는 수동형 전자태그(Tag)로써 전자파 노출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출력이란?

무선기기의 경우,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을 안테나
전력이라 하며 쉽게 전파출력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안테나를 통해 공간에 방사되는 전력은
복사전력(輻射電力)이라고 합니다.

전력이란?

전력이란 단위시간 당 전기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며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전달, 사용하는 율을 의미합니다. 
단위는 W[와트]를 사용 합니다.

WHO IARC 등급의 의미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의 횟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Hz(헤르쯔)로 나타냅니다.

전자파흡수율(SAR)이란?

휴대폰과 같이 우리 몸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통신기기로
부터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 양을
말합니다. 단위는 [W/kg] 이며 인체조직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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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무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SK 테크노파크 테크동 918호

(51573)

서울 시험소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04793)

울산 시험소

경북 울주군 청량면 용암길 34

(68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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