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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SDOs란?

SDOs에 대한 간단한 설명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는미국과캐나다의
주어진환경에서사용되는주요장치입니다. 몇가지차이점이
있으나미국과캐나다규격중많은부분이수년간통합
되었습니다

SDOs 기관 (US & Canada)

• ANSI – ANSI.org

• ASHRAE – ASHRAE.org

• ASTM – ASTM.org

• CSA Group – CSAgroup.org

• ICC-ES – ICC-ES.org

• FM Global – FMGlobal.com

• NFPA – NFPA.org

• SEI – SEInet.org

• UL – UL.com

• ULC– Canada.UL.com

위에서언급한것외에도 DLC (조명), AAMA (창) 및 SPRI 
(Roofing)과같은산업규격도있습니다. 마찬가지로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CEC), 플로리다의 Miami-Dade 또는텍사스의
TAS와같은지역별규격이있습니다.

규격의정의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따르면규격은＂부품, 
제품, 절차및서비스가그목적에부합하도록일관되게사용할수
있도록하는요구사항, 사양, 지침또는특성을제공하는
문서"라고정의하였습니다.

규격개발기관
요즘은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규격이발행되고있습니다. 기관은
보통규격의유형 (예:전기또는화학등)에기준을두거나관련
산업에기준을두고있습니다.

규격 Drivers
새로만들어지거나혹은업데이트된규격의 Drivers는아래와같이
다양한경로에서나오게됩니다.
• 정부 (연방, 주또는지방) 규정
• 기존규격의정기적인검토또는유지보수
• 안전문제
• Building Code의변경
• 새로운제품개발

규격제정
규격을만드는것은기간이오래걸리고어려운과정일수있으며, 
많은사람들의협조를통해이루어지게됩니다. 기술위원회는종종
개별 SDO, 제조사, 테스트및인증기관, AHJ 및기타관련산업
관계자를통해규격을제정합니다. 기술위원회관련담당자는
규격을확인하고위에언급된 Drivers를기반으로규격에필요한
업데이트사항또는변경사항을조사하게됩니다. 위원회는
의견일치가될때까지심의하고, 합의가이루어지면규격시행
날짜를정하게됩니다. 지역관할권에의해적합하다고생각되는
규격이채택되게됩니다.

EMC 규격 제정 과정

1. 의견 제시 (제조자, 부품업체, CISPR위원, 기타 단체) 

2. CISPR에서 Working Group을 형성

 검토된 내용을 CD문서로 작성

3. CD(Committee Draft)문서 배포 : CISPR 모든 회원국에 의견 확인

4. CDV(Committee Draft Voting) 문서 : 각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표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

5. FDIS (Final Draft in Standard) 문서 : CDV에서 찬성 된 문서를

1년에 한번 개최되는 CISPR 회의에서 최종 심의 함.

6. CISPR 정식 문서로서 제정 됨.

7. 각 회원국 및 CENELEC(유럽 전기 표준화 위원회)에서 이 문서를

근거로 자국 규격에 맞는 기준으로 제정 함. (EN 등)

국가별로 적용하는 Version에 차이가 있으며, 세부 내용을

추가/삭제함



2018-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개정전안법주요내용
• 개정전안법주요내용은다음과같으며, 금년 7.1.부터시행한다.

– 위해도가상대적으로낮은일부생활용품은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지정하고, 이들품목에대해서는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하되, 안전성검증을위한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표시등의무면제

– 구매대행은그간국가통합인증(KC)마크마크를표시한제품에한해
가능했으나, 향후일부품목은국가통합인증(KC)마크없이도
구매대행가능

– 병행수입제품은안전인증등을받은선행정식수입제품과동일
모델임이확인될경우인증등면제

• 다만,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등업계부담완화를위해개정법시행
이전인올해 6.30.까지다음의무를면제한다. (법부칙제3조∼제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안전기준적합
증명서류(시험성적서등) 보관의무, 인터넷판매시안전관련
정보(KC마크등) 게시의무

– 생활용품구매대행 : 안전관련정보(KC마크등) 표시없는제품
구매대행금지의무, 인터넷판매시안전관련정보 (KC마크등) 
게시의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사고또는위해가발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은일부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지정한다. (시행규칙개정사항)
• 지정된품목의경우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을제조또는수입할의무는

있으나, 안전성검증을위한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표시등
의무는없어지게된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총
39개품목중에서 23개를선정했다.

*개정이전전안법상안전관리대상은위해도에따라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등 3개로분류되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이위해도가가장낮음

• 선정안은한국규제학회가수행한안전성평가결과안전성이상대적으로
높은품목중에서①사망등중대사고발생②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주요국집중관리품목③제품특성상현규제수준을유지해야할
필요성이있는제품등을제외하는방식으로마련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품목선정안 >

국가통합인증(KC)마크없이구매대행가능한품목
• 과거전안법은국가통합인증(KC)마크를표시한제품만구매대행이

가능했는데, 구매대행업의특성상제품이구매대행업자를거치지않고
소비자에게직접배송되므로품목별특성을감안하여규제를현실성
있게조정해야한다는지적이있어왔다.

• 이에따라개정전안법은일부품목은국가통합인증(KC)마크마크가
없이도구매대행이가능하도록했다.

< KC마크없는제품구매대행허용여부 >

– 안전기준준수,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생활용품)대상은모든품목이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구매대행이가능하며,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은일부품목에한해국가
통합인증(KC)마크마크없이구매대행이가능하다.

• 안전인증(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전기용품) 대상총 113개품목중
국가통합인증(KC)마크없이구매대행가능한품목(안)은 78개로써검토
대상중다음기준에해당하지않는품목으로선정했다.

– 부품또는부속품으로서완제품의안전성에중요한영향을
미치는품목 (전선및코드류, 스위치, 승강기부품, 자동차용
재생타이어등)

– 국제기준없이국내기준만으로관리하는품목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등)

*전기용품은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안전기준이있는품목은
주요국이생산하는거의모든제품이같은기준에부합

– 해외에서결함보상(리콜)이많거나, 화재․인명사고등가능성이
높은품목 (일반조명기구, 배터리, 가스라이터, 비비탄총등)

< KC마크없는제품구매대행허용품목안 >

병행수입제품에대한인증등면제
• 개정전안법은병행수입제품이안전인증등을받은선행

정식수입제품과동일모델임이확인될경우인증등을면제하도록
했다.

• 동일모델을확인하는절차도병행수입하려는제품의사진과이미
인증받은수입제품의사진을대조하는방식으로최대한간소화할
계획이다. (시행규칙개정사항)

□ 개정전안법이금년 7월부터시행됨에따라그간의류, 
금속장신구,가죽제품등소상공인들이애로를호소한규제들이합리적
수준으로조정해업계활력제고에크게도움을줄전망이다.

□ 한편국표원은품목선정과정에서사고, 리콜사례등안전성을
최우선으로고려하였으며, 다음보완대책을함께시행하여
소비자안전에도차질이없도록할계획이다.

• (시장감시) 신설되는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중심으로안전성조사
강화, 시장감시업무를전담하는공공기관인제품안전관리원설립
(제품안전기본법개정안국회심의중) 등

• (위해제품유통차단) 리콜제도개편안 (업체자발적리콜활성화, 
이행점검강화등) 마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적용확대등

• (사각지대해소) 비관리제품․신제품에대한범정부관리체계마련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선정등개정전안법의세부이행방안을

담은시행령, 시행규칙등하위법령개정안은
• 입법예고 (‘18.1∼3월), 규제심사(4월), 법제처심사(5월), 

차관회의·국무회의(6월)를거쳐, 7월부터시행한다.

위해도 안전관리수준 전기용품 생활용품

고(高)

저(低)

안전인증 일부허용 일부허용

안전확인 일부허용 허 용

공급가적합성확인 허 용 허 용

안전기준준수 허 용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규정 변경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워터 히터

2018년 2월 28일 SASO 주관으로사우디아라비아에너지규정변경에대한워크샵이진행되어아래변경사항이정식적으로공지되었습니다. 

건조기와워터히터는사우디아라비아에너지규정에새로추가된제품군이며, 냉장, 냉동고와세탁기는시험방법및에너지등급과라벨관련

사항이변경되었습니다. 에어컨은시험방법은변경되지않고, 에너지등급과라벨관련사항만변경되었습니다. 

제품 규격 참조규격

에어컨 SASO 2663 : 2018
SASO GSO ISO 5151 : 2010

SASO GSO ISO 13253 : 2011

냉장, 냉동고 SASO 2892 : 2018
SASO GSO 1899 : 2016
SASO IEC 62552 : 2007

세탁기 SASO 2885 : 2018
EN 60456 : 2016
SASO GSO 1899

건조기 SASO 2883 : 2017
EN 61121 : 2011
SASO GSO 1899

워터히터 SASO 2884 : 2017 --

제품별효율등급은다음과같으며, 영문은참조본으로표기는아랍어가강제표기사항입니다. 

제품 등급 최고등급 비고

에어컨 A-G A, EER 16.5이상

냉장, 냉동고 A-F A, EEI < 20 2020년에는 A-D로조정

드럼세탁기 A-E

A, EEI < 34
탑로드세탁기 A-F

이조식세탁기 A-G

모든세탁기 A-D 2020년부터조정

건조기-콘덴싱타입 A-E
A, EEI < 24

건조기-에어벤트타입 A-F

인터텍은 SASO 지정시험소로신규에너지규격에준한시험및승인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시행일정은다음과같습니다. 

2018 2019

2월 3월 6월 7월 9월 10월 9월

▪ 신규및업데이
트규격공지
(Um Al-Qura)

▪ 변경사항에대
한 SASO 워크
샵

▪ 신규등록시스
템시작

▪ 제조자와수입
자에추가공지

▪ 구라벨등록시
스템종료

▪ CoC 규제
(Enforcement 
begins on CoC
Companies)

▪ 구라벨유효기
간종료

▪ 세관규제
(Enforcement 
begins on factories 
and customs 
borders)

▪ 시장규제
(Enforcement 
begins o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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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전세계인증을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제공해드릴수있는전문시험소와인력을보유하고있는

인증기관입니다. 

전기안전, 에너지효율, 전자파, 유해물질(ROHS)의전분야의자체시험소를운영하고있으며, 한번의컨택으로

전분야의인증을동시에취득할수있는혜택이있습니다.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환경의양립성, 적합성통칭
• 전자파를주는측과받는측의양쪽에적용하여의도된성능을

확보할수있는능력, 즉기기나부품이전자파를발생하거나, 외래
전자파의영향을받지않는것

➢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전자파장해또는전자파간섭
• 기기가전자파를외부로방출하여복사(Radiation)와

전도(Conduction)의형태로 다른기기나제어회로에방해를주는
것

➢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or Immunity)
• 전자파내성
• 각종전자파방해로부터기기나부품의성능저하가발생되지

않도록견딜수있는정도

왜 EMC 인가 ?

➢ 전자파문제의심각성대두 -> EMC 규격제정
• 각종전자/통신기기의사용으로인한제품사이의전자파

간섭발생 -> 제품의오동작발생
• 전자기기에서방출되는전자파로인한통신교란 , 방송수신장애

발생
• 전자기기 (특히 HAND-HELD 제품)의사용으로인한인체의유해성

논란

➢ 방해파규제의목적
• 전자파간섭에의한제품의오동작문제개선
• 자국의전파환경보호
• 비관세무역장벽으로자국산업보호 – 보이지않는무역장벽
• 규격제정으로인한관련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대책부품산업, 

시험소, 규격승인/사후관리비용등)

전자파와환경

➢ 방해파의 발생원
1. 자연 잡음

• 대기잡음 : 번개, 이온 층 임 펄스, 슈만 공진 (불가항력적임)

• 우주잡음 : 궁수자리(150 – 200MHz), 천체 축 열 잡음(3 –

30GHz), 태양 흑점활동(20 – 35MHz) 

2. 인공 잡음
• 의도적 잡음 (Intentional Noise)

- 제품의 성능 또는 기능의 동작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RF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경우 (송신기의고조파, 

수신기의 국부 발진기(AM/FM), TV의 동기펄스, ISM 기기, 

정보처리 기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레이더 등)

EMC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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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 IEC / CISPR 규격

CISPR 규격

• 통신기기의발달과수반하여불필요한전파, 즉잡음이발생
이러한전자파(잡음)가강하면라디오, TV, 항공무선, 경찰무선, 고속
순찰무선등이방해를받음
항공기, 경찰무선등에무선방해는생명에직접적으로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문제가됨

• 이에 IEC 에서는 CISPR 이라는특별기관을설치하여이러한잡음에
대한규제를세계적인규격으로강화함

• CISPR 은 IEC 의하부전문위원회로무선전자기기의전자파방해에
대한측정방법, 측정조건등을국제적관점에서결정하는기관임

@ CISPR ( 무선장해국제특별위원회)
Comité International Spécial des Perturbations Radioélectriques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 

• 비의도적잡음 ( Unintentional Noise)

- 제품의성능또는기능의동작을수행하는동안에

비의도적으로 RF 에너지가발생되는경우

- 전동기응용기기 (Motor), 전기접점응용기기 (Relay, 

Switch), Spark 방전 (Ignition), Glow 방전 (형광등, 네온), 

Arc 방전 (Arc Welder), Corona 방전 (송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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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품목별 인증(확인) 적합, 취소 현황

Safety Korea 월간제품안전동향 / 인증현황

월별 적합 현황
월별 취소 현황

지난 11월 1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가열렸습니다.
협의회는국무조정실과산업통상자원부등 12개부처가참여해안전관리가필요한비관리제품의소관부처조정등
제품안전정책관련부처간협의∙ 조정역할을담당하며, 정부는소비자안전을위협하는안전관리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시중에유통되는
비관리제품에대한범부처안전관리체계를확립했습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국정과제 57번(국민건강을지키는생활안전강화)을기반으로제품의생산, 유통, 사용모든단계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위한 ‘제 3차제품안전관리종합계획‘을확정했습니다. 이번종합계획은제품의융복합화, 생산의세계화, 유통채널의다양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스마트화등새로운제품환경변화에대응해체계적인안전관리망을구축해가는데중점을뒀습니다.

현재안전관리품목에대한위해도평가방법을개발해품목별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조정하고, 사물인터넷(IoT)과인공지능(AI) 기반의스마트
제품은지능형소프트웨어안전관리방안을선제적으로마련하기로했습니다.
또한위해제품이소비자에게판매되지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연계하는유통매장을확대하고위해제품의신속한
차단을위해 ‘바코드부착의무제’ 도입을적극검토하기로했습니다. 더불어판매한위해제품을신속히회수하기위해안전취약계층제품에
대한 ’소비자정보등록제’ 도입도추진할예정입니다.

한편, 제품안전관리체계의모든단계가실제작동할수있도록안전관리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설립하고, 제품의위해원인조사, 
분석을담당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설치하기로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계기로제품사고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데부처간칸막이를허물고협업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을강화하고나아가더안전한사회를형성하도록노력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KC 안전은전기기기안전관리법및관련법에따라전기기기의위험이나고장으로인한사고발생을방지하기위해

우리나라인증기관에서의무적으로발행하는제도입니다. 

KC 안전은규제된제품에따른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세가지시스템이있습니다.

One-stop Service
▪ 안전, 에너지효율, EMC/RF & 화학(ROHS, WEEE)
▪ 세계적으로인정받음 : NA, EU,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등
기술성, 전문인력
▪ 인증현황 : ISO 17025, CBTL, ILAC, EPA, RRA 등.
▪ 자체최신시설및숙련된전문인력보유
맞춤형고객서비스
▪ 짧은시간과합리적인비용으로시험/인증서비스제공
▪ 고객맞춤으로전체인증가이드라인제공

인
터
텍
의

서
비
스

- 안전 인증 : 국내 지정 시험소에서 반드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 공장심사와 2년마다의 정기 심사가 실시됩니다.

- 안전 확인 :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공급자적합성 확인: 제조사나 수입사들은 제품에 대한 자체

시험 후 스스로 확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출처 :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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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초

안전 및 위험

✓ 왜제품안전이필요합니까?

- 위험으로부터사람을지키기위해
- 재산을보호하기위해
- 환경을보호하기위해

✓ 어떠한환경에서필요합니까?

- 정상동작상태
- 결함/비정상적인상태
- 예측할수있는제품의남용
- 외부영향

✓ 전기제품위험의종류

- 감전
- 열
- 화재
- 기계적인위험(내파와폭발을포함)
- 방사선
- 화학성 / 유독성

제품 기준에 따른 위험에 대한 평가

✓ 모든테스트와요구사항에서기준을만족한제품은안전할까요?

- 아닙니다, 기준을따른것일 뿐 100% 안전하다고보장할
수는없습니다.

- CE 마크에대한 가정 : 공식저널에서발표한 Harmonized
표준을따를때제품이안전요구사항을준수하는것으로
추정합니다.

안전성

✓ 일반적인마킹정보

- 회사명

- 모델명

- 정격전압 (범위)

- 정격입력 (범위)

- 정격정류 (범위)

- 공급사유형
(AC Symbol)

- 정격주파수 (범위)

- Class II Symbol

엔지니어가시험진행하기위해관련정보를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ABC Corp.

230V

A-1234

~

1000W 5A

50Hz

ABC Type : A-1234

220-240V 50-60Hz

900-1100W 4-5A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 만질수있는부분

- Live parts / Hazardous live parts / 위험전압

- 공간거리 (cl) ________UL – Thro’ air spacing
- 연면거리 (cr) ………...….UL – 표면간격초과

만질 수 있는
부분

플라스틱
외부막

메탈외부막 안의
부분

자신의 손이 아닌 기준에 명시된
테스트 핑거 또는 시험봉을
사용하여 확인할 것.

지상

전도성 부품

절연체

엔지니어들은 UL(US)기준 단어를 사용하여 SPACINGS이라고도 합니다.



China, 전기및전자장비에대한 RoHS 지침개정

중국 정보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는 전기전자장비에 대한
유해물질 제한(RoHS)의 전기 및 전자 제품 목록 및 예외조항 관련하여 2018년 15호를 발표 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2019년 3월 15일 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 하기제품군은유해물질규제농도를준수해야하며, 목록에없는제품군은유해물질규제농도를
초과하여도제품에표시및정보공유를통해계속판매될수있습니다.

China, 전기및전자장비에대한 RoHS 지침개정

Restricted hazardous substances
Maximum concentration limit by weight prescribed in 

GB/T 26572-2011

Lead and its compounds ≤ 0.1 %

Mercury and its compounds ≤ 0.1 %

Cadmium and its compounds ≤ 0.01 %

Chromium (VI) compounds ≤ 0.1 %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 0.1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 0.1 %

• 적용제품군

1. 냉장고
2. 에어컨
3. 세탁기
4. 전기온수기
5. 프린터
6. 복사기
7. 팩스기계
8. 텔레비전
9. 모니터링및제어기기
10. 마이크로컴퓨터
11. 이동통신단말기
12. 전화

Intertek Testing Service

- 균질재질의 RoHS 분석
Pb Hg, Cd, Cr6+, PBBs, PBDEs, BBP, DBP, DEHP, DIBP

- Intertek FPP(Final Package Product) 분석

• Annex II는유해물질에대한제한이적용되지않는예외조항목록이포함되어있으며, 나열된제품은수은, 
납, 카드뮴및육가크롬의제한에서면제되거나각예외조항에표기되어있는특정농도를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된자세한내용은하기홈페이지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http://xxgk.miit.gov.cn/gdnps/wjfbContent.jsp?id=6086973

2018-04

KOLAS 인정서

KOLAS (ISO/IEC 17025 : 2005)

(클릭하시면 KOLAS인정서확인가능합니다.)

http://xxgk.miit.gov.cn/gdnps/wjfbContent.jsp?id=6086973
http://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5/10/KOLAS-Certificate-Intertek-Testing-Center-Seoul_Eng.pdf
http://intertek.co.kr/wp-content/uploads/2016/05/20160408_KT345_Intertek_Testing_Services_Korea_Ltd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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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통보문

통보문번호 국가 분야 제품 제목[국문] 제목[영문] 통보일 강제시행일

TPKM/313/Add.1 대만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환풍기/배기후드 (검사범위: 정
격전압이단상 250 V AC를초과
하지않는것, AC 대 DC 어댑터가
달린것/충전되는것포함); - 최
대수평면이 120 cm를초과하지

않는후드 (HS 841460).

환풍기/배기후드의
법적검사요구사항
에대한수정안 (5 페
이지, 영어; 4 페이지, 

중국어)

Proposal for Amendment to 
Legal Inspection 
Requirements of 

Ventilators/Exhaust Hoods 
(5 page(s), in English; 4 

page(s), in Chinese) 

2018-03-02 2019-01-01

USA/1344 미국 전기기기
이동식전기스파; 환경보호(ICS 

13.020), 신체관리장비(ICS 
97.170).

이동식전기스파및
배터리충전기시스
템(7 페이지, 영어)

Portable Electric Spas and 
Battery Charger Systems (7 

page(s), in English) 
2018-03-02

USA/1317/Add.1 미국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등)

식기세척기, 난로, 에어컨, 풀가
열기. 환경보호 (ICS 13.020), 세
탁기기 (ICS 97.060), 가정용, 상
용및산업용가열기구 (ICS 

97.100), 환풍기. 선풍기. 에어컨
(ICS 23.120).

에너지라벨링규칙 Energy Labeling Rule 2018-03-01
2018-05-23 

ECU/144/Add.3 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 8419.19.90.

에콰도르표준기관
(PRTE INEN)의기술
규정초안, No. 152, 

“태양열집열기의열
성능”

Draft Technical Regulation 
of the Ecuadorian 

Standardization Institute 
(PRTE INEN) No. 152, 

&quot;Thermal
performance of solar 

collectors&quot;

2018-03-02

ECU/181/Add.3 에콰도르 전기기기 8504.21.90; 8504.33.00

에콰도르표준기관
의기술규정초안

(PRTE INEN), No. 141 
&quot;배전용변압
기의안전요건및에
너지효율&quot;

Proyecto de REGLAMENTO 
TECNICO ECUATORIANO 

PRTE INEN 141 
&quot;REQUISITOS DE 

SEGURIDAD Y EFICIENCIA 
ENERGETICA PARA 

TRANSFORMADORES DE 
DISTRIBUCION&quot;

2018-03-02

MDA/35 몰도바 전자기기 전자기장비.

기술규정 “장비의전
자기호환성”승인을
위한 29.10.2015의정
부결정 807(13 페이
지, 루마니아어와러

시아어)

The Government Decision 
no.807 of 29.10.2015 for 

the approval of the 
Technical Regulati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equipment" (13 pages in 
Romanian and Russian) 

2018-02-23 2017-11-13

TPKM/317 대만 전지
5가지형식의이차리튬전지및
배터리제품 ? 기타축전지(HS: 

850780; ICS: 13.220, 29.220).

5가지형식의이차리
튬전지및배터리에
관한법적검사요건
을위한개정안(2 페
이지영어; 2 페이지, 

중국어) 

Proposal for amendment to 
legal inspection 

requirements for 5 types of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2 page(s), in 
English; 2 page(s), in 

Chinese) 

2018-02-26 2019-01-01

KEN/652 케냐 부품및전선류 일반절연재(ICS 29.035.01).

KS 194: 2018. 전기공
급용 PVC-절연전선
에관한규격(23 페이

지, 영어)

KS 194: 2018. Specification 
for pvc-insulated cables for 

electricity supply (23 
page(s), in English) 

2018-02-28

www.knowtbt.kr에서발췌인용

http://www.knowt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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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전자파

무선기기전자파에대한우리나라제도

무선기기전자파에대한우리나라제도는무엇이있나요?
우리나라와외국은무선기기전자파에대한각종규제제도를마련해놓고
있는데우리나라는전파법에따라적합성평가(인증) 등의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선기기인증은주로무선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인체보호기준중에서
적용여부를결정한후결정된기준에대한시험및평가를실시하고기준에
합격된경우에한하여시중에판매할수있게하는제도입니다.

출처 : www.rra.go.kr

휴대폰전자파에대한기준과시험은무엇이있나요?
휴대폰은무선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인체보호기준을모두적용하여
전자파에관한인증을받고있습니다.
무선기준평가는전파출력, 주파수등을시험한후기준에적절한지를
평가하며전자파적합성기준은사용주파수외에불필요한전자파가
나오는지(EMI, 전자파장해)와다른전자파로부터잘견디는지(EMS,
전자파내성)를시험하고평가합니다.
휴대폰의인체보호기준적용은인체에어느정도전자파가흡수되는
지(SAR, 전자파흡수율)를시험· 평가하고있습니다.
전자파관련기준및휴대폰의 SAR값은국립전파연구원(www .rra.go.kr)
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RFID에대한기준과시험은무엇이있나요?
생활속에서많이사용하는와이파이, 블루투스, RFID 무선기기는
기본적으로무선기준및전자파적합성기준을적용합니다. 그리고인체에
밀착또는근접(20 cm 이내)해서사용하는동시에 20 mW 이상의출력을
갖는경우에는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적용하여전자파흡수율시험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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