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텍이티엘셈코(주)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60번길인터텍빌딩(15845)
www.Intertek.co.kr

+82 31 8069 3702

Luichel.lee@intertek.com

Intertek Newsletter 20180204

필리핀 : 전기안전 인증 업데이트
의무 인증 대상의 특정 전기 제품에 대한 규격 업데이트(2018. 01)
필리핀의 통상 산업부(DTI) 가 일부 가정용 전기 제품에 대한 의무 필리핀 국제 표준(PNS) 업데이트로 행정 명령 No. 18-02 와 18-03을

발행했습니다.

규격 내용 규격 내용

PNS IEC 62560:2012
50V이상전압에서일반조명서비스를위한안정기내장형

LED램프 - 안전요구사항

PNS IEC 60335-2-15:2015

(2012년에발표한 IEC)

가정용및유사전기제품 -안전 Part 2-15 : 액체가열에대한기기의

특정요구사항

PNS IEC 60335-1:2011

(2006년에발표한 IEC)
가정용및유사전기제품 - 안전 Part 1 : 일반요구사항

PNS IEC 60335-2-24:2013

(2010년에발표한 IEC)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안전 Part 2-24 : 냉동 기기, 아이스크림

기계및제빙기에대한특정요구사항

PNS IEC 60335-2-3:2005

(2002년에발표한 IEC)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Part 2-3 : 전기 다리미에 대한 특정

요구조건

PNS IEC 60335-2-25:2015

(2014년에발표한 IEC)

가정용및유사전기제품 -안전 Part 2-25 : 조립식을포함한

전자레인지특정요구사항

PNS IEC 60335-2-4:2016

(2012년에발표한 IEC)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 안전 Part 2-4 : 탈수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PNS IEC 60335-2-40:2013

(2014년에발표한 IEC)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안전 Part 2-40 : 전기 열펌프, 에어컨 및

제습기에대한특정요구사항

PNS IEC 60335-2-7:2016

(2012년에발표한 IEC)
가정용및유사전기제품 - 안전 Part 2-7: 세탁기의특정요구조건

PNS IEC 60335-2-80:2016

(2015년에발표한IEC)

가정용및유사전기제품 -안전파트 2-80 : 팬과같은특별

요구사항

PNS IEC 60335-2-9:2016

(2012년에발표한 IEC)

가정용및유사전기제품 -안전 Part 2-9 : 그릴, 토스터및

이와유사한휴대용조리기기에대한특정요구사항

PNS IEC 60065:2013

(2011년에발표한 IEC)
오디오, 비디오및이와유사한전기장치 - 안전요구사항

PNS IEC 60335-2-14:2016

(2012년에발표한 IEC)

가정용 및 유사 전기 제품 -안전 Part 2-14 : 주방 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채택표준
두 가지 행정명령에 따라 채택된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제품 수입 제품

필리핀 국내 제조 업체는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기 전에 DAO4:2008에 따라 필리핀 표준(PS)인
증 마크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인증 마크 사용 인정을 받기 위한 시행 규칙을 따라야 합
니다.

제조 업체는 행정 명령에 명시된 대로 검사, 측정 및 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관련된 PNS에서 정
한 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조 업체는 품질 관리의 일환으로 제품과 관련된 PNS의 요구 사항을 따르는 시스템과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제품은 필리핀 표준 부서(BPS)에서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테스트되며, 테스트 가능한 실험실은
BPS에 의해 정해지고 업데이트 됩니다.

수입 업체는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기 전에 DAO5:2008에 따라 수입 상품 통관(ICC)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제품은 BPS인정 시험소에서 테스트하거나 BPS에서 허용하는 시험 보고서와 함께 제출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DTI/BPS 는 시험이나 검증 확인을 위해 실제 선적물의 샘플 도
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행

2018년 8월 25일부터 개정된 규격에 따라 의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규격은 Memorandum Circular No. 17-09에 명시된 관련 규격을 폐기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25일 이전에 발급된 PS인증 마크 라이센스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2019년 8월 25일부터 시장에서 유통, 판매하기 위한 포함된 모든 제품은 유효한 PS마크 또는 ICC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용전기기기에대한의무인증
위의 규격에 포함되는 기기에 대해 제3자 인증 (Third Party Certification)이 필요합니다.

PS인증 마크 라이센스는 BPS에 의해 인증 제도의 규칙에 따라 제품에 PS인증 마크를 사용하도록 발행한

문서입니다.

수입 상품 통관(ICC)은 필리핀 국제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BPS/ 국제 규격에 따라 수입 제품의

품질∙안전을 DTI 인증으로 발행된 문서입니다.

DAO4:2008 BPS의 필리핀 표준(PS) 품질∙안전 인증 마크 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DAO5:2008 BPS제품 인증 마크 제도에 따른 수입 상품 통관 관련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