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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인증시장의선두주자인 Intertek은 Inlight Network의출시를발표하게되었습니다. Inlight Network를통해공급망위험관리의일환으로
end-to-end 리스크관리솔루션을제공하는혁신적인서비스제공합니다.

Inlight Network는공급업체가신뢰할수있는온라인플랫폼으로서프로필을공유하고전세계고객커뮤니티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합니다. 
공급업체검증및공급망감사서비스의모든범위는공급망네트워크에대한투명성을제공하여고객과공급업체모두에게고유한혜택을
제공하면서글로벌고객과의비즈니스기회를증가시킵니다.

공급업체는 Intertek의공급업체검증감사프로그램의감사결과와구매파트너와의완벽한규정준수비즈니스프로파일을공유하여모든
투명성및규정준수요구사항을충족시킬수있습니다. 이커뮤니티기반네트워크는규정준수의정확성을높이고공급망무결성을향상시키며
공급업체와함께일하는브랜드에대한비즈니스성과를개선함으로써시간과비용을절약합니다. Inlight Network의사용은고객의준수및
리스크관리요구에대한공급자의약속을보여줍니다.

브랜드는네트워크를사용하여비즈니스정보를지원하기위한글로벌데이터, 트렌드및통찰에대한접근을제공함으로써규정준수프로그램
목표를지원하고관리하기위해공급망의향상된가시성을확보할수있습니다. 그들은공급자준수스코어카드의 Intertek 데이터베이스에
접슨하고자체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는기회를얻습니다. 자체평가설문지및감사내역데이터는국가, 업계및전세계경향에대해
벤치마킹되어감사비용을줄일수있습니다.

Inlight Network는 65 개국이상에있는현지규정준수네트워크를통해교육, 안내및지속적인개선을통해공급업체를지원하는데필요한
보증(Assurance)을제공합니다. Intertek Business Assurance의 Calin Moldovean은 "규제위험이증가함에따라 Inlight Network는공급망준수투명성
및검증을위해구매자와공급업체의심도깊은협업솔루션을제공합니다. 또한공급업체와구매자는공개되지않은비즈니스기회를파악하고
이로운액션과관계를형성하는전략을개발할수있습니다.＂라고말하였습니다.

Inlight Network 출시

정보 요청에 준한 공급자 적합성 평가

INLIGHT 솔루션

플랫폼이아닌사람과전문가입니다. 공급업체의사전자격부여, 주요계약정보수집, 운영및전달기능이해, 규정준수요구사항관리또는
국내및글로벌공급망에서의공급업체위험평가등기업은공급망과관련하여매일데이터를관리해야합니다. 위의목표를달성하면서비용을
조절하고줄이면서일관된조달프로세스를보장하는것은쉽지않습니다. Inlight 시스템은기업이공급망을보다잘관리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Intertek의솔루션통합플랫폼, 사람및전문기술을통해공급업체데이터 Cleaning, on-boarding, 평가및위험분석서비스는조달, Compliance
(품질, 사회, 보안) 및지속가능한전략을통합하는동시에위험을관리하는효율적인솔루션을제공합니다. 

전세계의 Intertek Inlight 시스템및공급망관리팀은공급업체의 on-boarding과위험평가, 프로파일링및감사에이르기까지시장에서가장
효과적인 end-to-end 공급자관리솔루션을제공합니다. Inlight Network에대해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시면 www.inlight-Intertek.com 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http://www.inlight-inter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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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RSS-140 Issue 1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 RSS-140 Issue 1, Equipment Operating in the Public Safety Broadband Frequency Bands 758-768 MHz and 788-798 MHz, 

sets out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equipment operating in the public safety broadband frequency bands 758-768 MHz and 788-798 MHz. It is 

effective now.

무선표준규격 RSS-140 Issue 1, 공공안전광대역주파수대역 758-768 MHz 및 788-798 MHz에서작동하는장비는공중안전광대역주파수대역

758-768 MHz 및 788-798MHz에서사용되는장비에대한인증요구사항을규제하며, 현재유효합니다.

Publication of RSS-Gen Issue 5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 RSS-Gen Issue 5, General Requirements for Compliance of Radio Apparatus, sets out general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licensed and licence-exempt radio apparatus. It has been published on April 26, 2018 and has been in force. However, a transition period of six (6) 

months following its publication will be provided, within which compliance with RSS-Gen, issue 4 or issue 5, will be accepted. After this period, only 

applications for certification of equipment tha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in RSS-Gen, issue 5, will be accepted.

무선표준규격 RSS-Gen Issue 5, 무선장치준수를위한일반요구사항은라이센스및라이센스면제무선장치에대한일반및인증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2018 년 4 월 26 일에발표되어시행중입니다. 단, 발행후 6개월의전환기간이제공되며, 이기간내에 RS-Gen, Issue 4 또는 Issue 5에

대한적합성이인정됩니다. 이기간이지난후에는 RS-Gen의요건인 Issue 5에부합하는장비인증신청만접수됩니다.

ISED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French: Innovation, Sciences et Développement économique Canada), 또는 ISED (이전의

Industry Canada)는성장, 경쟁력, 지식기반의캐나다경제를육성하는정부의부서입니다. Headquarter는 C.D. Howe Building at 235 Queen Street 

in Ottawa, Ontario.에위치하고있습니다.

2015 년 11 월새로선출된 Justin Trudeau 총리를거쳐캐나다장관을지명하면서산업부장관을 ISED 장관으로재임명했으며, Industry Canada는

후에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으로변경되었습니다.

ISED Official Publications Home Page: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841.html

인터텍의 FCC & ISED 시험 및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서비스

1998년 12월 17일연방통신위원회(FCC)는통신승인기관(TCB) 제도를도입하였고, TCB는 FCC에서승인을요청하는제품에대한승인서

발급을할수있는제 3자승인기관을의미합니다. 이규정하에, TCB는 FCC 규정에준한평가를통해최종승인서를발급할수있습니다. 

인터텍은미국및캐나다에서요구하는통신에대한시험을수행할수있는시험기관으로인정받았으며, 시험후반드시취득해야하는제품

승인서까지발급해드릴수있는승인기관입니다. 가장편하고빠른서비스로미국및캐나다수출에도움을드릴수있습니다. 

http://links.intertek.mkt4245.com/ctt?kn=6&ms=MTk2MTA3MjcS1&r=NDI3MTkyMjgwMjg2S0&b=0&j=MTI2MTQwNjA2NgS2&mt=1&rt=0
http://links.intertek.mkt4245.com/ctt?kn=13&ms=MTk2MTA3MjcS1&r=NDI3MTkyMjgwMjg2S0&b=0&j=MTI2MTQwNjA2NgS2&mt=1&rt=0
https://en.wikipedia.org/wiki/French_language
https://en.wikipedia.org/wiki/C.D._Howe_Building
https://en.wikipedia.org/wiki/Ottawa
https://en.wikipedia.org/wiki/Ontario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h_sf018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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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제조업중심의수출주도형산업으로발전해오고, 시험 ∙ 인증을

제조업의부가적인기능정도로인식하면서수출산업의성장에비해시험

∙ 인증산업의경쟁력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입니다. 특히원전, KTX 

등에납품하는부품의시험성적서위변조사건이불거지면서국내

시험,인증기관의신뢰성문제가부각되기도했습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시험 ∙ 인증기관의신뢰성제고와경쟁력강화를위한

전방위적시책을마련해왔습니다. 2014년부터화폐용지, QR코드, 

전자문서발급시스템도입등시험성적서의위변조방지대책을시행하고

있으나, 부실시험, 시험데이터조작등부정행위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출처 : http://kats.ecatalog.kr/src/viewer/element.php?v=470
http://www.intertek.co.kr/news_intertek055/
http://www.inter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5

시험 ∙ 검사 ∙ 인증업무전반에대한신뢰성향상의목소리가대두되고있는가운데국가기술표준원은 7개시험, 인증기관과함께 2019년까지총

147억원을투자해, 시험, 검사, 인증업무의신뢰성을높이기위한 3대분야, 7개시책을강력히추진하기로했습니다. 최근이와같이정부에서

종이문서를대체하는 ‘전자문서활성화’를추진하고있으며, 동시에전자문서에대한고객사의요구에따라저희인터텍은 2017년 10월

마크애니와의협약을체결하여시험·검사성적서의전자문서발급을개시하였습니다. 그동안종이문서중심으로발급해오던성적서의

전자문서발급을위해마크애니의전자문서위·변조방지솔루션을적용하고, 지난해일부고객사를대상으로진행한시범서비스를통해

안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였습니다. 

마크애니의전자문서위·변조방지솔루션 ‘도큐먼트(Document) DNA’는전자문서의위·변조여부는물론위·변조된문자와이미지등의위치와

내용까지한번에확인이가능합니다. 이를통하여대량의증명서를접수받는기관들에서도쉽고빠르게위·변조검증이가능하고, 증명서

유통과정중전자문서를종이로출력해야하는경우를대비해 2차원바코드로출력된문서에대해서도위·변조검증이가능하도록했습니다.

현재마크애니의전자문서위·변조방지기술을적용하여도큐먼트 DNA 전자문서를발행해드리고있으며, 점진적으로전자문서비율을높일

계획입니다. 현재도큐먼트 DNA가적용되어발행되는성적서는전자파(EMC) 및유해물질(RoHS) 성적서, 섬유내수성적서, 울산 TC 시험성적서

등이있습니다. 

인터텍 성적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 확인 서비스 업그레이드

마크애니와협력하여최신위변조방지기술이적용된성적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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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세계최대규모의 23개 EMC 시험소네트워크를통해광범위한전기전자제품의전자파

시험및인증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전자파적합성이란? 

전기, 전자기기에서발생되는전파를통해의도치않은전자기력에너지, 즉전자기장해(EMI)로부터받는장해를적정수준이하를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상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의약칭으로불리며, 방사와내성에대해시험으로분류되어있습니다.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전자파간섭또는전자파장애로해석되며, 법규에의해 ‘방사또는전도되는전자파가다른기기의기능에
장애를주는것’ 이라정의되어있습니다. 이영향으로전자회로의기능을악화시키고제품의동작을불량하게할수있는것입니다.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 전자파에대한내성, 즉어떤기기에대해전자파방사또는전자파전도에의한영향으로부터제품이
정상적으로동작할수있는능력을말합니다. 이것은 EMI와는상반되는것으로전자파로부터의보호를의미합니다.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적합, 양립성이라해석되며 ‘전자파를주는측과받는측의양쪽에적용하여성능을확보할수있는
기기의능력으로법규에정의되어있습니다. 이용어는 EMS와 EMI를모두포함하는포괄적인용어로어떤기기가동작중에발생하는전자파를
최소한으로하여타기기에간섭을최소화해야하며, EMI 또한외부로부터들어오는각종의전자파를에대해서도충분히영향을받지않고견딜
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합니다. 

전자파/통신 시험

인터텍이전자파/통신에대한광범위한서비스

인터텍의전자파/통신인정현황

• 미국 TCB :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 (TCB) 

• 미국 FCC : FCC (Part 15, Part 18, Part 68, others) 

• 캐나다 : Industry Canada (IC) for radio equipment and terminal equipment 

• 유럽전자파및통신 : Notified Body under EMC and RED Directives

• 국제 CB : CB Scheme accredited EMC Test Laboratory (CBTL) for fastest access to up to 40 countries 

• 미국 A2LA :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 미국 NVLAP :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 호주 ACMA : National Voluntary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ACMA) terminal equipment-attachment, media and EMC requirements for 

the necessary A-Tick and C-Tick Marking 

• 일본 VCCI : Japan’s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VCCI) for IT and telecom equipment 

• 홍콩 HOKLAS : Hong Kong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HOKLAS) 

• 스웨덴 SWEDAC : Swedish Board for Accredit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SWEDAC) 

• 대만 BSMI : Taiwan’s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BSMI) for EMC testing 

• 한국국립전파연구원

• 유라시아 CU EAC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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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레이트: 적합성평가제도(ECAS)

인터텍은 ECAS NB-0007로지정받았습니다. 

아랍에밀레이트판매를위한강제적합성평가제도가발효되었습나다. 

아랍에밀레이트수출, 판매되는모든해당제품에대해서는반드시 ECAS 

승인서를취득하고, ECAS 마크를부착하여야합니다. ECAS 승인서는 ECAS 

지정승인기관을통해서발급이가능하며, 인터텍은 NB-0007 로지정받아

서비스가가능합니다. 규제되는품목은 AC 1000V 이하와 DC 1000V이하의

전기전자제품과반제품, 부품에도적용됩니다. 규제항목은전기안전,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위험환경에서사용하는제품, 그리고조명기기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평가절차

시험 또는 리포트
Technical File

서류검토

승인서발급
ECAS Certificate of 

Conformity
NB-0007 

ECAS Database에
제품등록

신청
ECAS Conformity 

Mark 사용(NB 0007)

인터텍 또는 제조자 인터텍 인터텍 인터텍제조자/수입자 제조자

ECAS 마킹요구사항
활동 강제 적용일자

ECAS 적합성 마크 2018년 3월 1일

승인된 제품의 마크 부착 시장 감시 2018년 3월 1일

U.A.E 시장에 출시되된 승인 제품에 self-

adhesive 라벨
2018년 12월 31일까지

프린트된 ECAS 마크 사용(별도의 점착 스

티커는 허용 불가)
2019년 1월 1일

승인된제품에대한강제부착마크로, 승인기관즉, NB 기관의번호와

함께명기해야합니다.  해당마크는제품, 포장박스, 매뉴얼에

부착하여야하나, 제품이작을경우매뉴얼과포장박스부착하여도

됩니다. 상세마크적용규제일은옆의표를참조하십시오. 

규제대상

에너지 유해물질(RoHS) 안전 조명

• 가정용에어컨

• 세탁기, 건조기

• 냉장고

• Water storage heater

• 상업용및중앙방식에어컨

• 식기세척기

• 대형가정용기기

• 소형가정용기기

• 정보통신장비

• 소비자기기

• 조명기기

• 전기, 전자공구

• 장난감, 레저, 스포츠장비

• 의료장비

• 산업용을포함한감시및컨트

롤장비

• 자동판매기

• 그외모든전기전자제품

• 워터히터

• 코드및아답터

• 전기다리미

• 전자렌지

• 세탁기및건조기

• 전기스토브

• 냉장고, 칠러, 냉동고

• 가정용에어컨

• 가정용조리기기

• 청소기

• 공기청정기, 팬류

• 가열액체기기

• 가스오븐, 레인지

• 16W 이상의백열등

• 형광등

• Compact fluorescent lamp(CFLs)

• 할로겐램프

• LED 램프

• 일반조명을위한 control gear

• 일반조명목적의조명기구

• 특수목적의램프는제외

인터텍은아랍에밀레이트로의 ECAS 지정승인기관으로시험뿐만아니라승인서까지원스탑서비스가가능합니다. 

아랍에밀레이트수출을원하시면바로연락주십시오. 보다정확하고상세한내용을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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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대한용어설명

Classification of 
appliances 
제품분류

Class 0 

appliance in which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relies upon basic insulation only, there being no means for the 
connection of conductive accessible parts, if any, to the protective conductor in the fixed wiring of the installation, 
reliance in the event of a failure of the basic insulation being placed upon the environment
감전방지를기초절연에만의존하는기기. 설비의고정배선의보호도체에사람이닿을수있는도전부를접속
하는방법이없고기초절연이파손된경우에는주위조건에의존해야함을의미합니다.

Class 0I 

appliance having at least basic insulation throughout and incorporating an earthing terminal but having a supply cord 
without earthing conductor and a plug without earthing contact
전체에적어도기초절연을사용하고있으며접지단자를가지고있으나접지선이없는전원코드및접지극이
없는플러그를사용하고있는기기

Class I 

appliance in which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does not rely on basic insulation only but which includes an 
additional safety precaution, in that conductive accessible parts are connected to the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in 
the fixed wiring of the installation in such a way that conductive accessible parts cannot become live in the event of a 
failure of the basic insulation
감전방지를기초절연에만의존하지않고추가안전조치를갖추고있는기기. 이기기에서는기초절연이파손
된경우에사람이닿을수있는도전부가충전부가되지않도록사람이닿을수있는도전부를설비의고정배선
의보호접지선에접속합니다.

Class II 

appliance in which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does not rely on basic insulation only but in which additional 
safety precautions are provided, such as double insulation or reinforced insulation, there being no provision for 
protective earthing or reliance upon installation conditions
감전방지를기초절연에만의존하지않고이중절연또는강화절연과같이추가안전조치를갖추고있는기기
로, 보호용접지의수단이없거나또는설치조건에의존하지않는기기

Class III 
appliance in which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relies on supply at safety extra-low voltage and in which voltages 
higher than those of safety extra-low voltage are not Generated
감전방지를안전초저전압전원에의존하는기기로, 안전초저전압보다높은전압이발생하지않는기기

Portable / Movable appliances
휴대 / 이동가능한제품

Hand-held appliances
휴대용제품

Transportable appliances
운반가능제품

<18kg or can be moved while in operation
18kg보다가볍거나작동중움직일수있음

Held in hand during use
손에들고사용하는제품

Frequently carried from place to place
위치를자주옮길수있는제품

Stationary appliances
비이동성제품

Fixed appliances
고정된제품

Built-in / Recessed appliances
빌트인 / 매입형제품

Not portable / movable
휴대/이동하지않는제품

Fastened / Secured while in use
사용하는동안스크류나고정수단에의해

고정되어있는제품

Installed in a cabinet / recessed location
캐비닛, 매입가능한위치에설치되어있는제품



China RoHS II  제품군및예외조항목록게시
중국산업자원부(MIIT)는 2019년 3월 12일에발효가예상되는 China RoHS II의제품군및
예외조항목록을게시하였습니다.

2018-06

▪ China RoHS II에따라하기제품은예외조항목록에포함되지않는한국가표준 GB/T 26572 2011에규정된
유해물질제한기준을준수해야합니다.

▪ China RoHS 규제물질및농도

▪ MIIT는위제품에대한납, 카드뮴, 수은및육각크롬에대한 39가지예외조항목록을만들었으며, EU RoHS II의
Annex 3의예외조항과동일합니다.

▪ 상기제품군에포함되지않으며유해물질규제농도를초과하여도, SJ/T 11364-2014 규격에따르는경우
중국에서판매할수있습니다.

▪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 MITT (중국정보산업부)

✓ 참고 – http://xxgk.miit.gov.cn/gdnps/wjfbContent.jsp?id=6086973

Substance Maximum concentration limit by weight

Lead 0.1 %

Mercury 0.1 %

Cadmium 0.01 %

Hexavalent chromium 0.1 %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0.1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0.1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식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텔레비전 모니터

컴퓨터 휴대전화 일반전화기

Intertek Tes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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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tek FPP(Final Package Product) 분석

GB/T 26572-2011
Requirement of concentration limits for certain restricted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
전기및전자제품에서특정한정물질에대한농도제한요건

SJ/T 11364-2014 
Marking for the Restricted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onic and Electrical product
전자및전기제품의유해물질사용제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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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rra.go.kr
: http://eep.energy.or.kr/more/knowhow.aspx

생활속의절약노하우

보일러,난방밸브편

에너지절약효과분석

안쓰는방의난방밸브잠그기

월절감량 38.3 Nm3
월

절감금액
25,923원 CO₂감축량 63kgCO₂

* 한가정월간난방에너지량 (141.7Nm3, 한가정의
연간난방사용량(13.Gcal)을도시가스로환산)의 20%를절감할경우

절약Tip

✓ 보일러를똑똑하게이용하세요
- 방별로코일의길이가달라난방불균형이발생하는데, 코일별로회수온도가높은방의밸브일부를잠그고, 회수온도가낮은방의밸브를
열어둡니다.

- 사용하지않는방의밸브만닫을경우난방절약효과가없기때문에주차단밸브 또는사용하는방밸브를조절해야합니다.

✓ '보일러난방밸브조정하기
- 사용하지않는방의밸브는잠그고, 주차단(메인) 밸브를일부닫힘위치로조절합니다.
- 난방을하지않는방에는문을닫아두어열손실을방지합시다.

✓ 보일러청소를생활화하고, 외출할때는 '외출'기능으로설정하기
- 연료의연소로인한그을음이나재와물속의스케일성분으로열효율이나빠지므로가을철사용전에내부청소를해주세요.
- 외출할때보일러를완전히끄면일정온도까지재가동하는데더많은에너지가소비되니 '외출'기능을활용하도록합시다.
- 온수를목욕탕온탕온도(40℃)정도로조정하면물을데우는에너지를절약하고물낭비와아이들화상의위험을줄일수있습니다.

✓ 보일러를최대한전략적으로활용하기
- 예약 난방기능을 사용하여 계획적인 난방을 하여 에너지를 절감합시다.
-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실내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꺼두세요.

보일러청소하기

월절감량 14.2Nm3
월

절감금액
13,007원 CO₂감축량 31kgCO₂

* 한가정월간난방에너지량 (141.7Nm3, 한가정의
연간난방사용량(13.Gcal)을도시가스로환산)의 20%를절감할경우

보일러온수온도조정하기(55℃→40℃)

월절감량 9.4Nm3 월절감금액 8,610원 CO₂감축량 2kgCO₂

* 한가정 1일온수(200kg), 30일사용, 15℃온도낮출경우

전기난방기기사용은자제하고실내온도는적정온도유지하기

✓ 전기장판, 전기온풍기등전기난방기기사용을자제하세요.
- 동절기최대전력수요중전기난방기기사용비율은무려 25%를차지하고있어, 과다한전기난방기기의사용은전국적인정전사태의
원인이될수있습니다.

- 일반적으로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등은형광등(40W) 20~30개이상의전력을소비합니다.
- 가정에서전기난방기기사용은과다한전기요금의주범이되니, 사용시간을최소화하고보조난방기기로만활용하는것이좋습니다.
- 전기난방기기 1대(1kW)를하루 4시간씩 20일동안사용하지않는다면 월9,760원의전기요금이절약됩니다.

✓ 적정난방온도를유지하세요!
- 23℃에서 20℃로 3℃낮게설정하면약 20%의에너지를아낄수있습니다.
- 문풍지를붙이고, 두꺼운커튼을설치해창문을통한열손실을줄이세요.
- 담요를깔아바닥온기를보존하고, 옷을껴입으면따뜻함을유지할수있습니다.
- 내복을입으면체감온도 3℃상승효과가발생합니다.

http://www.r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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