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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 UL 2900 준비및평가

초기 Gap 분석 및 자문서비스

ANSI  / UL 2900은 네트워크 장치와 데이터를 전송,저장 또는 상호 연결된 장치에 대한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 및 악용을

줄이기 위해 측정 기준을 제공하는 규격입니다. 인터텍은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및 장치를 위한 종합 품질 보증 제공

업체로서 고객과 함께 고객의 제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ANSI / UL 2900은 제품에

대한 중요한 평가 규격으로 여러분이 제품에 어떻게 적용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고자 자문 서비스 및

Gap 초기 분석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제공가능한 ANSI / UL 2900 서비스

자문서비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인터텍의 ANSI / UL 2900 자문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주요 보안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ANSI / UL 2900 평가 로드맵을 개발하거나 FIPS 140-2 및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Gap 분석

초기 Gap 분석은 성공적인 인증을 위한 노력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평가는 고객의 제품이 현재 ANSI / UL 2900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보안 요구 사항과 위험 기반 보안 설계 및 구현 결정을 문서화하여 기록, 확인합니다. Gap 분석의 결과는

제품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입니다.

ANSI / UL 2900 전체평가

인터텍은 고객의 제품이 ANSI / UL 2900의 전체를 테스트 하고, 현재 사이버 보안 산업의 규격을 만족했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의 장치 및 Application에 따라 UL 2900-1, UL 2900-2-1, UL 2900-2-2 및 UL2900-2-3으로 테스트합니다.

인터텍의글로벌서비스는국가마다지정팀원에의해제공되어지므로보다편리하고빠르게
서비스제공가능합니다. 중동, 남미, 아시아, 유럽등여러글로벌국가의필요인증을전세계의

인터텍사무소를통해제공가능합니다.
어디로수출을희망하고계신가요? 저희인터텍이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SCCP)을 포함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럽의

강화 조치

Short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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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규정 (SOP Regulation (EC) No 850/2004)을 위반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포함한 제품에 대하여 취해진

시행 조치의 수가 2018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연합 시장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전자 제품 및 전기 기기, 장난감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하여 단쇄염화파라핀이 존재하므로, 유럽에서 RAPEX (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non-food products) 에 따라 특정

제품이 보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벌금을 낸 사례가 119건이 보고 되었습니다. RAPEX에

따르면, 2018년 첫 16주 동안 단쇄염화파라핀 함유 제품이 16개 제품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는 2017년보고된 전체 사례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2018년에는 4개의 전기전자제품(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에 과도한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으로

POP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품 Alert number Violation Limit Penalty

LED 조명 A12/0234/18 0.556% SCCP
0.15% according to 
POP Regulation (EC) 
No 850/2004

시장 철수

네트워크 케이블 A12/0231/18 0.241% SCCP

조명 체인 A12/0017/18 1.1% SCCP

게임 컨트롤러 A12/0088/18 5.3% SCCP 제품 파기 및 사용자
로부터의 제품 회수

출처 : https://ec.europa.eu/consumers/consumers_safety/safety_products/rapex/alerts/repository/content/pages/rapex/index_en.htm

Year 보고된건수

2018(1월~4월) 16

2017 32

2016 26

2015 16

2014 20

2013 9

2013년 이래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검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옆의 표는 RAPEX가 발표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단쇄염화파라핀을 포함하는 제품의 부적합 사례를 정리한

표입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저농도에서도 수생 생물에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야생 생물과 인간에 축척되어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여 환경에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가소제, 고무 배합, 코팅제, 접착제, 

밀봉제 및 전자, 전기 제품의 난연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제품에단쇄염화파라핀사용에대한요구조건을만족하기

위해저희인터텍은최선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http://links.intertek.mkt4245.com/ctt?kn=8&ms=MTk2NDI2NTMS1&r=NDI3MTkyMjgwMjg2S0&b=0&j=MTI2MTc1MTYzOQS2&mt=1&r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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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통신 시험

유럽의 신규격 : EN 55035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환경의 양립성, 적합성의 팅칭으로 전자파를 주는 측과 받는 측의 양쪽에

적용하여 의도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즉, 기기나 부품이 전자파를 발생하거나 외래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MI :  기기가전자파를외부로방출하여라디오나통신장비또는다른기기가의도된대로사용되지않도록 방해를주는
전자파장해또는전자파간섭
The electromagnetic disturbance generated does not exceed the level above which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or other equipment 
cannot operate as intended

EMS : 각종전자파방해로부터기기나부품이의도된성능대로동작될수있는견디는정도의전자파내성
It has a level of immunity to the electromagnetic disturbance to be expected in its intended use which allows it to operate without unacceptable 
degradation of its intended use

제품 EMI EMS

가정용 기기 EN 55014-1 EN 55014-2

조명 기기 EN 55015 EN 61547

일반 규격 EN 61000-6-3 EN 61000-6-1

정보통신 기기 EN 55022 EN 55024

오디오, 비디오 기기 EN 55013 EN 55020

멀티미디어 장비 EN 55032 EN 55035

유럽에서 제품별로 적용되는 EMI, EMS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EN 55035는 멀티미티어 장비에 적용되는 EMS  규격입니다. 

멀티미디어 장비(MultiMedia Equipment – MME) 

정보통신장비, 오디오 & 비디오 장비, 방송 수신 장비, 엔터테인먼트

조명 조정 장비 또는 이들의 복합형인 장비

Equipment that is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audio equipment, 

video equipment, broadcast receiver equipment, entertainment lighting 

control equipment or a combinations or these. 

기존 오디오, 비디오 기기에 적용되던 EN 55020과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던 EN 55024가 통합되어 새로운 EN 55035 규격이
발행되었습니다. 

EN 55020
오디오, 비디오 기기

EN 55024
정보통신장비

EN 55035
멀티미티어

장비

여러분의제품이 EN 55035에준해시험되어져야하는지를알려드리고, 최소한의기간과합리적인시험
비용으로유럽수출에도움을드리고자합니다. 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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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전인증 : S-Mark

인터텍의공신력있는유럽안전인증 S 마크

EU 전역에서 판매되는 전기 제품에는 CE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CE 마크는 자가 선언형태로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시험이 가능하여 선언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S 마크가 부착된 제품 (자발적 인증)은 제3자 기관인 저희 인터텍이 제품의 안전 요구 사항 충족

여부를 독립적으로 시험하여 적합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S 마크를 획득하면 추가 안전 시험

또는 인증 없이 귀사의 제품을 유럽 전역에서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이 인증되면 제품은 화재, 감전, 기계적 상해, 방사선 부상 및 화상, 특정

유형의 환경 손상과 같은 유럽 안전 표준에 명시된대로 테스트합니다. 유럽의 안전 마크 인 S Mark는

450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Sicherheit (독일어), Seguridad

(스페인어), Sécurité (프랑스어), Sicurezza (이탈리아어), Segurança (포르투갈어), Säkerhet

(스웨덴어)와 같이 유럽에서 ＂안전＂은 S로 시작됩니다.

S 마크의중요성

고객의 입장에서 S 마크는 제품의 안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및 소매 업체에게 S 마크는 제품 안정 오류로 인해 브랜드

평판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합니다. 또한 각 S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독립적으로 테스트되기 때문에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아 제품을 출시하지 못할 위험이 없습니다. S 마크는 마케팅 활동에서 귀사의 안전에 대한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CE 마크는 독립적인 테스트를 필요로하지 않으므로 고객 및 소매 업체는 테스트 가능한 회사의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S 마크와 CE 마크의 차이점을 소비자가 알고 있을 때, 거의 80 %는 다음에 전기 제품을 구입할 때 S마크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인터텍은글로벌시장을위한아래와같은다양한마크서비스가가능합니다. 

현재 40,000여개의 S마크인증제품을시장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S마크는조명, IT, 가전제품, 의료기기, 통신
기기, 산업설비, 냉난방기기, 시험실장비, 부품류등다양한제품군에인증이가능합니다. 

인터텍의글로벌인증마크

마크 국가 설명

BEAB Approved Mark 유럽, 영국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는 인터텍의 마크로 영국과 유럽에서 통용

BEAB Care Mark 유럽, 영국 제품의 안전 및 성능을 증명하는 인터텍의 마크

ENEC Mark 유럽 유럽에 통용되는 CENELEC 제도하의 승인 마크

ETL-EU Mark 유럽 인터텍의 마크로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마크

ETL Listed Mark 미국, 캐나다 북미 수출을 위한 인터텍의 안전 마크

ETL Sanitation Mark 미국 북미 수출을 위한 인터텍의 위생 마크

Green Leaf Mark 글로벌 환경에 대한 증명을 위한 인터텍의 환경 마크

GS Mark 유럽, 독일 독일의 인증마크지만, 유럽 전역에 널리 인지되는 안전 상징 마크

Gulf Mark(“G” Mark) 걸프 7개 국가 걸프 멤버국 수출을 위한 강제 인증 마크

NOM Mark 멕시코 멕시코 수출을 위한 강제 인증 마크

Product certification for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한 제품 승인

QPM 글로벌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는 인터텍의 품질 보증 마크

S Mark 유럽, 스웨덴 인터텍의 마크로 유럽 전역에 널리 인지되는 안전 상징 마크

Tick Mark 글로벌 제조자, 공급자, 도매상을 위한 제품 안전, 품질, 성능을 위한 인터텍의 마크

Warnock Hersey(WH) Mark 미국, 캐나다 건축자재에 통용되는 인터텍의 북미 인증 마크



2018-07

Safety Korea 월간제품안전동향 / 인증현황

한국인증 ; KC 마크

특정제품을한국에유통, 판매하고자할경우반드시표시되어져야하는법정의무인증마크로, 안전, 보건, 환경, 품질등의강제인증

분야에국가적으로단일화한마크입니다. 제품에따라전기안전, 전자파/무선, 에너지효율또는e-standby 시험/인증을받아야

부착이가능합니다. 

4월 안전 관리 품목별 인증(확인) 적합, 취소 현황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안전기준개정고시

명칭 변경 및 유예기간 안내, 표시사항 보완으로 이해도 제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고시 합니다. 「전안법」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유예기간의 표기 중복, 표시사항 보완을 통한 민원인의 이래도 제고를

위해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이 사유입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안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품질표시’를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기존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던 일부 항목의 유예기간

안내 문구를 삭제하고, 최종 고시 부착에 일괄적으로 유예기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부속서상에 전기적

안전요건은 「전안법」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기준 검색 등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 원안 문구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대상 ‘유아용 섬유제품’에 도입하며, 개정된 고시는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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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한국인증 ; KC 마크

특정제품을한국에유통, 판매하고자할경우반드시표시되어져야하는법정의무인증마크로, 안전, 보건, 환경, 품질등의강제인증

분야에국가적으로단일화한마크입니다. 제품에따라전기안전, 전자파/무선, 에너지효율또는e-standby 시험/인증을받아야

부착이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제품(총 250개 품목)에 관련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제조업자및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일경우는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 및 제품별

안전 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안전관련 정보(KC 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자명)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수대상생활용품일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에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 합니다. (KC 마크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구매대행업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 목적으로(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됨) 주문,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6호)

쉽게 말해 소비자의 직구(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형태입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을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됨).

1.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 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발췌하여 시리즈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사업자별로 아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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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어설명

주요 심볼 : IEC/EN 규격의 주요 심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볼 설명

직류(베터리나 DC 아답터) DC supply (e.g. by battery or DC adaptor)

교류(소켓 메인) AC supply (e.g. from mains socket)

직류 & 교류 Both DC and AC supply

휴즈(과부하 보호 장치) Fuse link (appliance with overload protection)

보호 접지 단자(Class I 제품에 필수 표시) Protective earth terminal (required for Class I)

접지 단자(일부 규격에서의 요구사항)
Earth terminal (only allowed by some 

standards)

중성단자(특정 조건에서 요구됨)
Neutral terminal (required under certain 

conditions)

Class II 제품(일부 기준에서 요구됨)
Class II appliance (required by some 

standards)

Class III 제품(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Class III appliance (usually not required)

주의, 위험 주의(일부 기준에서 요구됨)
Caution, risk of danger (required by some 

standards)

위험 전압(상기와 같음) Risk of electric shock (same as above)

레이저 방사(레이저 위험 제품)
Laser radiation (for products with laser 

hazard)

주의, 고온 표면(일부 가정용 제품)
Caution, hot surface (for some household 

products)

설명서 읽기(일부 기준에서 요구됨)
Read the instructions (required for some 

standards)

먼지 및 방수에 대한 보호 등급 표시(e.g. IP 44)
IP number for foreign object and water proof 

protection (e.g. IP 44)

스위치의 일반적인 ON 표시 ON (mains) (usually on/next to switches)

메인 스위치의 OFF 표시
OFF (mains) (only allowed on mains 

switches)

대기(대기 모드 제품) Stand-by (for products with stand-by mode)

ON / OFF(푸시 스위치) ON / OFF (push–push switch)

램프 스위치(e.g. 오븐 램프 스위치) Lamp switch (e.g. oven lamp switch)



California, PFOA 및 PFOS Proposition 65 목록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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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환경보건 위해 평가국 (OEHH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은 식수 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에 따라 생식 독성 물질로 알려진 PFOA(Perfluoroocatanoic acid)와 PFOS(Perfluorooctane sulfonate)를 Proposition 65 
목록에 추가 등재 하였습니다. 

화학물질명 CAS No. 독성종말점

Perfluoroocatanoic acid 
(PFOA)

335-67-1 발생 독성

Perfluorooctane
sulfonate(PFOS)

1763-23-1 발생 독성

• PFOA와 PFOS는 얼룩 방지, 방유, 방수 특성이 있어 카페트, 섬유, 가죽,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코팅제 등 다양한 소비재의
계면활성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가 등재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해당 물질들이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공식적 발표를 근거로 하여
판정되었습니다.

• 2018년 11월 10일 부로 10인 이상 기업이 PFOA 또는 PFOS가 함유된
제품을 세이프 하버(Safe horbor) 수준 이상으로 노출된 곳에서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oehha.ca.gov/proposition-65/crnr/chemicals-listed-effective-
November-10-2017-known-state-California-cause

EU RoHS, Annex III 특정장비에대한납사용예외조항

유럽 지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에서의 유해 물질 제한에 관한
Directive 2011/65/EU Annex III을 개정하는 지침 초안이 게시 되었습니다.

RoHS 지침에 따라 전기 및 전자 장비 (EEE)의 균질 재료의 납 농도 한계는 0.1%로 이며, 이 초안은 일부 장비에 대해 제한
사항의 면제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nnex III에 아래와 같은 추가 항목이 제안 되었습니다.

Exemption

Number
Application Scope and dates of applicability

42

비 도로용(전문장비)에 적용되는 내연기관
(디젤/가스)의 베어링 및 부싱에 사용되는 납

- 엔진의 총 배기량 ≥ 15 리터
- 엔진의 총 배기량이 < 15리터 , 엔진의

Start와 Full Load 사이의 시간이 10초 미만

부속서 III의 6(c) 항에 해당되는 신청을 제외한 카
테고리 11*에 적용 됩니다.

2024년 7월 21일에 만료 됩니다.

* RoHS 제품군

1. 대형 가전 제품
2. 소형 가전 제품
3. IT 및 통신 장비
4. 소비재
5. 조명 장비
6. 전기 및 전자 공구
7. 완구, 레져 및 스포츠 장비
8. 의료 기기
9.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를 포함한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10. 자동 디스펜서
11. 상기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

Intertek Tes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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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tek FPP(Final Package Product) 분석

https://oehha.ca.gov/proposition-65/crnr/chemicals-listed-effective-November-10-2017-known-state-California-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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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rra.go.kr
: http://eep.energy.or.kr/more/knowhow.aspx

생활속의 절약 노하우

세탁기, 청소기 편

에너지 절약 효과 분석

세탁물을 모아 한꺼번에 세탁시

월 절감형 2.02 kWh 월 절감금액 246 원 CO₂감축량 1 kgCO₂

* 세탁기(500W급) 사용 횟수 12회 → 8회 감소시

절약Tip
✓ 찬물로 세탁을 하세요.

-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데 소비됩니다.
- 40℃ 세탁시 에너지 1/3정도 감소됩니다.

✓ '절약모드'를 이용하세요.
✓ 탈수는 5분 이내로 해주세요.
✓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세요.

- 세탁기의 에너지 소비는 세탁물 양 보다 동작횟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세탁물이 약 80%가량 채워 졌을 경우에 세탁기를 작동시켜도 세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중간세기로

월 절감형 1.4 kWh 월 절감금액 170원 CO₂감축량 0.63kgCO₂

* 용량 1.4kW 짜리를 30분, 10% 절감 20일 작동시

절약Tip
✓ 집안청소 전 반드시 청소기 청소부터

- 청소기 필터 먼지만 제거해도 청소기 효율이 높아져 흡입속도를 낮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기의 흡입속도를 한 단계 낮춰주세요.
- 청소기는 모터가 지속적으로 고속회전해 시간당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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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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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