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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비상 조명 테스트 및 인증

LED Emergency Lighting Testing and Certification

LED 기술이진화함에따라비상기능은 LED 조명제품의특징중하나가되었습니다. 비상조명은건물에정전이발생하면자동으로

켜지는조명장치입니다. 비상조명은새로운상업용및주거용빌딩의건물뿐아니라오래된건물에도필요합니다.

LED 비상조명

LED 제품은램프의수명이길고, 에너지절약의이점을통해거의모든램프에사용하게되었습니다. 또한, 빛의품질을유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더컴팩트한비상조명기구의새로운세대의개발에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은많은건축가들과디자이너들에게도큰

장점이되었습니다.

비상조명 규격

UL 924 규격 (안전) – 비상 조명 및 전력 장비 (Emergency Lighting and Power Equipment)

이 Scope은분류되지않은위치 (unclassified location)에서사용하기위한장비에적용되며, 600볼트이하의분기회로에연결하기

위한것입니다. 이러한장비는 Article 700 or 701 of the National Electrical Code, NFPA 70, the Life Safety Code, NFPA 101, the 

Fire Code, NFPA 1,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 and the International Fire Code, IFC 에따라정상적인공급이되지

않을경우주요지역및장비에조명, 동력, 또는두가지모두를자동으로공급하기위한것입니다.

해당장비의예는아래와같습니다.

• 출구표지판 • 비상조명기구 • 단위장비 (Unit Equipment) • 중앙기지국배터리뱅크 (Central station battery bank)

• 인버터 • 자동배터리충전및제어장비 • 자동부하제어릴레이 (Automatic load control relays) • Derangement 신호장비

IEC 60598-2-22 특정 요구사항 – 비상 조명용 등기구

이 Scope는 1000V를넘지않는비상전원공급장치의전기램프와함께사용하기위한비상등기구에대한요구사항을규정하고

있으며, 고압방전램프를내장한등기구에비응급전압감소의영향을다루지않습니다.

예시 ->

*    비상조명 – 정상적인조명에전원이공급되지않을때사용

• 비상탈출조명 – 위험한상황에서그장소를벗어나고자할때의안전을위한조명제공

• 대기조명 – 정상상태가실질적으로계속될수있도록함

• 고위험작업환경의조명 – 잠재적으로 위험한상황에관련된사람들의안전을보호하고, 해당지역에서일하거나거주하는

사람들의안전을위한절차를가능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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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는 5가지의리튬전지및배터리가해당상품분류 (C.C.C Code) 코드를

개정함으로써규제대상이되었음을알렸습니다. 이법안은잠재적인화재위험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 2차리튬전지및

배터리에대한높은부적합율 (non-compliance)에대응하고자합니다. 이러한제품에대한적합성평가절차는제품인증등록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 또는 TABI (Type-Approved Batch Inspection) 계획하에있습니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제품 정보 Inspection 규격 적합성 평가 절차
C.C.C Code (HS Code의 숫
자 6자리와 같음)(참조용)

컴퓨터, 통신및가전제품용 2차리튬보조배
터리 (Power Bank)

1. CNS 14336-1(2010)
2. CNS 13438 (2006)
3. CNS 15364 (2013)

RPC Scheme
(Module II+III)

or
TABI Scheme

8507.60.00.10-7
8507.80.00.11-2

컴퓨터, 통신및가전제품용 2차리튬단전지
및배터리

1. CNS 15364 (2013)

RPC Scheme
(Module II+III)

or
TABI Scheme

8507.60.00.90-0A
8507.80.00.19-4A

전기오토바이용 2차리튬배터리
(Electrical Motorcycles)

1.CNS 15424-1 (2015)
2.CNS 15424-2 (2015)
3.CNS 15387 (2015)

RPC Scheme
(Module II+III)

or
TABI Scheme

8507.60.00.90-0B
8507.80.00.19-4B

전기자전거용 2차리튬배터리
(Electrical Bicycles)

1.CNS 15424-1 (2015)
2.CNS 15424-2 (2015)
3.CNS 15387 (2015)

RPC Scheme
(Module II+III)

or
TABI Scheme

8507.60.00.90-0C
8507.80.00.19-4C

전기보조자전거용사용을위한 2차리튬배
터리 (Electrical assisted Bicycles)

1.CNS 15424-1 (2015)
2.CNS 15424-2 (2015)
3.CNS 15387 (2015)

RPC Scheme
(Module II+III)

or
TABI Scheme

8507.60.00.90-0D
8507.80.00.19-4D

제품 인증 (RPC) 제도 등록 (모듈 II + III)

절차에따라대만제조업체또는수입업체는제품등록신청을하기전에사전형식테스트를거쳐야합니다 (모듈 II).

제조업체또는수입업체는제조시설에서제조된모든제품이모듈 II 단계에서테스트를위해제출된프로토타입과일치함을

선언하고, 이선언절차를모듈 III (Conformity-to-type declaration) 이라고부릅니다. 이형식적합성선언(모듈 III )은대량생산된

제품이형식시험보고서에설명된프로토타입을준수한다고선언하여제조업체또는현지대리인이진행해야합니다.

해당제품은 BSMI 인증되고등록된후＂R“ 문자와 BSMI가부여한식별번호가있는상품검사마크를사용할수있습니다. 이

제품들은더이상의검사없이세관을통과할수있습니다.

RPC에대한신청수수료및연간수수료는각인증에대해 NT $ 5,000 (약 US $ 170)이며 RPC 인증은 3 년동안유효합니다. 파생

제품이있는경우, 추가로인증서당 NT $ 3,000 (약 US $ 102)의신청수수료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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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approved Batch Inspection (TABI) 제도

이절차에따라제조업체또는수입업체는 BSMI 또는 BSMI가인정한지정시험기관에서제품검사를받아야하며, BSMI 또는그

지사에승인신청을해야합니다. 제조업체또는수입업체가형식승인을득한후, 제품이생산현장에서제조후또는입국항에

도착하기전에 BSMI에일괄검사 (Batch Inspection) 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BSMI는신청서와관련문서를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추가시험을위해추가시료가필요할수있습니다.

제품이검사를통과한후에는상품검사마크에 'T'라는문자와 BSMI가부여한식별번호를사용할수있습니다. 형식승인에대한

신청수수료는 NT $ 3,500이며유형승인인증서는 3 년이며, 테스트비용은제품과시험소에따라다릅니다.

• 자세한내용은 BSMI 웹사이트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www.bsmi.gov.tw/wSite/ct?xItem=8673&ctNode=811&mp=2

관련 요구사항

1. 위에언급된제품의 C.C.C. Code는발표일에발효되며적용가능한검사규격, RPC의적합성평가모듈및인증서기간은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인증서보유자는무료로인증서를교체하기위해 BSMI 또는지점에신청해야합니다.

2. 2019 년 1 월 1 일부터이규제는 RPC 또는 TABI에의해시행됩니다.

3. 시험신청 : BSMI 지정시험소

4. RPC 및 TABI 신청 : BSMI 또는 BSMI 지사

5. C.C.C. 코드에나열된코드는참고용입니다. 앞의표에명시된제품은 C.C.C. 코드의조건하에서마켓으로의판매전에검사를

완료해야합니다. 또한, 세관당국, 재무부또는 BSMI에의해다르게적용될수있습니다.

6. 표에열거된상품의검사규격은이발표문에언급된버전이어야합니다. 업데이트된버전이있는경우, BSMI는업데이트된

버전의시행날짜를이후공지사항에게시하게됩니다.

7. 복합기능을보유한제품은각검사기준을준수해야합니다.

대만 수출을 위해서 BSMI 승인서를 획득해야 합니다.

인터텍의 BSMI 서비스

인터텍은 대만 사무소를 통하여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기는 한국에서 시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대만 BSMI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전, 전자파, 무선 그리고 유해물질 (RoHS)까지 적합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을 알려주신다면, 대만 시장 진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bsmi.gov.tw/wSite/ct?xItem=8673&ctNode=811&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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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784748 D01 general labeling and notification v09r01

Change: APPENDIX A Section A2 was updated to provide further clarification on the requirements for the Section 15.19(a) statement.

This KDB provides general guidance for labeling and user information of RF device.

KDB 896810 D01 SDoC v01r01

Change: APPENDIX A was changed for clarification of responsible party for compliance to Section 2.1077 compliance information.

KDB 896810 D02 SDoC v01r02

Change: Add new questions 14 and 15

KDB 896810 D01 & D02 provide guidance on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procedure.

KDB 935210 D02 Signal Boosters Certification v04r01

Key changes 
- Updates at III) h), III) i) 3), and A.2.1 for removing provider-specific consumer boosters personal-use requirement per Order FCC 18-35.
- V) j) 6) added, cross-referencing to KDB Pub. 971168 D02 for 700 MHz Band PS application basic requirements.
- C.2) a) 3) added clarifying that KDB Pub. 935210 D05 generally applies for any ERFPA devices.
- 600 MHz band row added in Table D.2.
- B9B listed in right column of Table D.3 at FirstNet band rows.

KDB 935210 D03 Signal Booster Measurements v04r02

Changes 
- Updates in 1.1), 2) ¶1, and C5) for removing provider-specific consumer boosters personal-use requirement per Order FCC 18-35.
- Add footnote citation to FCC 14-138.
- Last sentence added in 7.2.2h), 7.4n), 7.5l) per ASC C63® SC-4 Wireless WG input. 
- Note 3 added in per 7.5) ASC C63® SC-4 Wireless WG input. 
- 7.14), C7), C8) added per ASC C63® SC-4 Wireless WG input; subsequent C) items renumbered accordingly.

KDB 935210 D04 Provider Specific Booster Measurements v02r02

Changes 
- Updates in 1.1), 2) ¶1, and C8) for removing provider-specific consumer boosters personal-use requirement per Order FCC 18-35. 
- Add footnote citation to FCC 14-138. 
- Last sentence added in 7.2.2h), 7.4m), 7.5l) per ASC C63® SC-4 Wireless WG input. 
- Note 3 added in per 7.5) ASC C63® SC-4 Wireless WG input.

KDB 935210 D02, D03 & D04 cover amplifiers, repeaters, boosters, distributed antenna systems, and in-building radiation systems that serve to amplify 
signals between a device and a wireless network.

KDB 175505 D01 Scanning Receiver FAQ v01

It provides answers to a number of questions related to the approval of scanning receivers.

This KDB covers receiver that automatically switches among two or more frequencies in the range of 30 to 960 MHz and that is capable of stopping at and 
receiving a radio signal detected on a frequency. Receivers designed solely for the reception of the broadcast signals under Part 73 of this chapter, for the 
reception of NOAA broadcast weather band signals, or for operation as part of a licensed service are excluded.

TIA-168-C-1

The 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s (ACTA) has adopted technical criteria from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 an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accredited standards developer, entitled TIA-168-C-1, Telecommunications –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 Labeling Requirements – Addendum 1.
All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TTE) submitted after October 9, 2018 shall comply with the new technical criteria. TTE submitted prior to October 9, 
2018 have the option of compliance with the new technical criteria. 
TTE approved for connection to the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mus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and regulations of FCC Part 68, and 
with the applicable technical criteria adopted by the ACTA.

KDB Home Page: https://apps.fcc.gov/oetcf/kdb/index.cfm

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27980&switch=P
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203240&switch=P
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203240&switch=P
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20673&switch=P
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20673&switch=P
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20673&switch=P
https://apps.fcc.gov/oetcf/kdb/forms/FTSSearchResultPage.cfm?id=20920&switch=P
https://apps.fcc.gov/oetcf/kdb/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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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의 서비스

빠른 서비스 시험결과를 14일이내에받아보실수있습니다. 

매출 증대 여러분의제품을경쟁사보다더빨리시장에출시하여수익잠재력과시장점유율을극대화하는데도움을드립니다. 

유연성 및 효율성

인터텍의목표는여러분이제품개발목표를모두달성할수있도록도와드리는것입니다. 

제품을출시하고원하는모든시장에서성공할수있도록돕기위해일정에따라 필요한보증, 테스트, 검사및인증

서비스를제공합니다.

홍콩 에너지

2018년 발표한 홍콩 에너지 가이드 라인에 준해 텔레비전, 인덕션 쿠커, 저장형 전기 워터 히터 제품이 에너지 규정에 강제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
다. 

버전 적용 일자 변경 내용

초기 2008년 5월 23일 해당사항없음.

Rev. 1 2010년 3월 10일 제품군세탁기와제습기포함

Rev. 2 2014년 10월 31일
룸에어컨, 냉장기기와세탁기의에너지효율규격업데

이트

Rev. 3 2018년 6월 1일

제품군텔레비전, 인덕션큐커, 저장형전기워터히터

포함

에어컨과세탁기의변경

텔레비전에너지라벨

우간다 마크

Uganda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se of Distinctive Mark) Regulations, 2018에 준해 우간다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어지

는 또는 우간다로 수입되어지는 *제품에 대해 우간다 마크 사용 허가서(Permit)을 발급 받아 우간다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

다. 우간다국내제조자나수입자가허가서를신청할수있으며, 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동규제에준해사

전예고없이시장감시심사가이루어질수있으며, 경우에따라마크허가서를발급하기위해제품시험이요구될수도있

습니다. 저희인터텍은현재우간다프로그램인 PVOC에준해우간다선적승인서를발급해드리고있습니다. 

*제품 : any article, product or thing which is or will ultimately be the subject of trade or use(궁극적으로무역또는사용의대상이되거나될제품, 물품또는물건)

미국 냉장고 규격

기존의냉장고규격이었던 UL 250/CSA C22.2 No.63 규격이 UL 60335-2-24/CSA C22.2 No. 60335-2-24로변경됩니다. 2019년 3월 31일까지 UL 250으로

인증 받은 모델들은 신규 규격으로 모두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정식공지는고객사별별도레터로 8월중에안내될예정이오니참조하시기바

랍니다. 

변경되는정식규격명 : UL 60335-2-24/CSA C22.2 No . 60335-2-24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24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Refrigerating Appliances, Ice-Cream Appliances and Ice-Makers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자파 규정(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판매를위해전자파적합을위해 SABS에서정식승인서를발급받으셔야합니다. SABS는지정시험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

으며, 현재인터텍이지정시험소로등재되어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SABS 시험은 반드시 지정 시험소에서 진행되는 규정에서 최근, 제

조자 사이트( MWT : Manufacturers witnessing testing)에서의 시험 진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었습니다. 제품의크기, 동작, 설치조건, 시험

비용등의이유로 SABS 지정시험소에서시험진행이어려운제품은제조자의설비를이용하여방문시험을인정해준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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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통신 시험

유럽의 신규격(EN 55035) vs 기존 규격(EN 55020, EN 55024) (I)

EN 55020
오디오, 비디오기기

EN 55024
정보통신장비

EN 55035
멀티미티어

장비

기존오디오, 비디오기기에적용되던 EN 55020과정보통신기기에적용되던 EN 55024가통합되어새로운 EN 55035 규격이
발행되었습니다. 

신규격과기존규격비교

시험 항목 EN 55035 EN 55020 EN 55024

Electrostatic Discharge +/-4KV for contact discharge
+/-8KV for air discharge

10 of each polarity

+/-4KV for contact discharge
+/-8KV for air discharge

10 of each polarity

+/-4KV for contact discharge
+/-8KV for air discharge

25 of each polarity

Radiated Immunity 80MHz-1000MHz
1800MHz, 2600MHz,
3600MHz, 5000MHz

900MHz, 790-862MHz 80MHz-1000MHz

EFT +/-1KV for ac mains port

+/-0.5KV for analogue/ digital 
data ports and DC network power 
port

+/-1KV for ac mains port +/-1KV for ac mains port

+/-0.5KV for analogue/ digital 
data ports and DC network 
power port

Surges 1KV: AC Line to Line
2KV: AC Line to earth

0.5KV: DC network power port
0.5KV: Coaxial or shielded signal 
port

1kV: Unshielded Symmetrical 
(Primary protection is not 
intended)

4kV: Unshielded Symmetrical 
(Primary protection is intended)

N/A 1KV: AC Line to Line
2KV: AC Line to earth

0.5KV: DC power port

1kV: Signal/Telecom Port 
(Primary protection is not 
intended)

4kV: Signal/Telecom Port 
(Primary protection is intended)

Conducted Immunity 0.15MHz-10MHz: 3V
10MHz-30MHz: 3V to 1V
30MHz-80MHz: 1V

N/A 0.15MHz-80MHz: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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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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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해야 합니다. 

병행수입업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병행수입’이란해외상표권자에의해생산·유통되는제품 (외국에서적법하게사용할수있는권리가

있는자에의하여상표가부착·배포된상품)을국내전용사용권자가아닌다른자가판매를목적으로수입하는것을말합니다 (법제2조제17호).

병행수입제품이라는이유로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면제받았을경우제품또는포장에아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 “이제품은병행수입된제품임“

▪ “이제품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관리대상제품임“

▪ KC 마크

▪ 안전인증번호또는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일경우해당없음)

▪ 품목별안전기준에따른표시사항

또한인증을면제받은병행수입제품을인터넷을통하여판매하는경우인터넷홈페이지에다음사항을게시해야합니다.

▪ “이제품은병행수입된제품임”

▪ “이제품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관리대상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또는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일경우해당없음)

▪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있는경우에한함)

▪ 제조업자명 (또는수입업자명)

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KC마크및안전기준이정한표시사항이표시된제품을판매해야합니다.

→ 인터넷을통하여제품을판매하는경우에는안전관련정보(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또는수입업자명)를소비자가알

수있도록해당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해야합니다.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포함)가구매대행또는병행수입을겸하는경우에는구매대행업자또는병행수입업자의의무도지켜야합니다.

최근발표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하여달라지는사항에대해국가기술표준원에서발행한
가이드라인을발췌하여시리즈로연재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무엇을어떻게지켜야하는지사업자별로아래
설명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출처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가이드북(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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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전 테스트
충전부에 대한 접근성 (Live part accessibility)

모든제품에대하여

• 입구또는환풍구가포함된외부막에테스트핑거, 프로브, 핀을사용

• 충전부를만지거나기본절연이접촉되어지면부적합

• 감전위험을평가하는테스트입니다.

IEC/EN 유럽향 테스
트핑거/프로브

UL  미국향 테스트
핑거/프로브

테스트 핀 작은 핑거 프로브 일정 힘을 가해야 하
는 관절없는 프로브

코인 프로브

충전부접근판정을위해사용되는핑거/프로브류

부적합사례

테스트핑거가제품안으로들어가충전부
또는기본절연부분에접촉되는경우

재평가를위해수정된샘플제출이
요구되어짐

정격 입력 측정(Power input measurement)

• 파워 미터를 사용하여 정격 입력 측정

• 정격 전원을 인가하여 정상 동작상태에서 측정

• 정격 명판에 언급된 정격 입력값과 측정값 비교

• 규격에 언급된 표기치와 측정치의 요구사항 준수하는 여부 확인

• 규격 요구값에 벗어나면 부적합

일반적인 부적합 사례 : 제조자들은 규격 요구 조건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격 입력이 너무 높거나 낮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기치를 규격 요구조건에 맞추어 수정하거나 표기치를 유지하려면 수정된 샘플을 제출하여

재시험이 요구되어집니다. 

본 시험은 열과 화재의 위험에 간적접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EU REACH, SVHCs Candidate List 추가 10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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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에서 1톤이상제조혹은수입되는모든화학물질을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허가(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절차를의무화하는유럽연합의신화학물질통합관리제도

입니다. 적용대상은화학물질, 혼합물, 완성제품등 EU로수입되는제품입니다.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Council, ECHA) 

은 10종의고위험성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을후보목록에추가했습니다. 

No Substance name CAS number Reason for inclusion

1
Benzene-1,2,4-tricarboxylic  acid 1,2-anhydride

(trimellitic anhydride; TMA)
552-30-7

Respiratory sensitising properties 
(Article 57(f) - human health)

2 Benzo[ghi]perylene 191-24-2
PBT (Article 57d)
vPvB (Article 57e)

3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
542-02-6

PBT (Article 57d)
vPvB (Article 57e)

4 Dicyclohexyl phthalate (DCHP) 84-61-7
Toxic for reproduction (Article 57c)

Endocrine disrupting properties (Article 57(f) - human 
health)

5 Disodium octaborate 12008-41-2
Toxic for reproduction 

(Article 57c)

6 Dodecamethylcyclohexasiloxane
(D6) 540-97-6

PBT (Article 57d)
vPvB (Article 57e)

7 Ethylenediamine (EDA) 107-15-3
Respiratory sensitising properties 

(Article 57(f) - human health)

8 Lead 7439-92-1
Toxic for reproduction

(Article 57c)

9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556-67-2

PBT (Article 57d)
vPvB (Article 57e)

10 Terphenyl, hydrogenated 61788-32-7 vPvB (Article 57e)

• 관련된자세한내용은하기 Web-site 에서확인가능합니다.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인터텍의 REACH 서비스

- SVHCs Candidate List 분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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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S부터 SVHC까지 다양한 시험 분석을 인터텍을 통해 제공

받으시길바랍니다.

단, 4일의 기간으로 RoHS 분석이 가능합니다!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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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rra.go.kr
: http://eep.energy.or.kr/more/knowhow.aspx

생활속의 절약 노하우

에어컨 편

에너지 절약 효과 분석

에어컨하루 1시간씩사용시간줄이기

월절감형 40 kWh 월절감금액 4,880 원 CO₂감축량 17 kgCO₂

* 15평형에어컨소비전력(2kWh), 1시간씩, 20일절약할경우

에어컨대신선풍기사용하기

월절감형 120 kWh 월절감금액 14,640원 CO₂감축량 53 kgCO₂

15평형에어컨과선풍기소비전력차이(1.5kW), 하루 4시간, 20일시간

✓ 에어컨의 냉방효과를 높이는 그 밖의 방법
– 에어컨은 흡입되는 공기를 일정 온도가 될 때까지 서서히 냉각하므로 선풍기를

같이 틀게 되면 에어컨을 강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실내 전체에 냉기가 골고루 미치도록 에어컨 공기 방향을 조정합시다.

– 뒷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컨과 40cm이상간격을 두고 설치합시다.

– 냉방 중 창과 문을 여닫는 횟수를 적게 합시다.

– 낮 시간에 외출할 때에는 커튼을 쳐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철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설정합시다.
– 넥타이는 풀고, 반팔 셔츠 또는 밝고 통기성이 좋은 스커트 등 가벼운 복장을

착용합니다.청소기의 흡입속도를 한 단계 낮춰주세요.
–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이용하고 에어컨 사용할 때에는 선풍기를 에어컨 방향으로

함께 사용하고,

창문과 문은 닫아 둡니다

✓ 1등급 에어컨 사용합시다.
– 효율등급이 높은 1등급 제품을 선택하면 3등급 제품에 비해 연간 130kWh의 절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등급 제품을 구매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입시다.

✓ 필터 청소·교체하기
–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의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전력이 3~5%가 증가하며, 청소를 월 1~2회 할 경우와 안 할 경우를 비교하면
월간 10.7kWh의 전력소비 차이를 보입니다.

– 2주에 1번 필터를 떼어낸 후 중성세제로 가볍게 씻어주고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도조절장치 옆 발열체 두지 않기
– 에어컨이 실내온도를 1℃내리기 위해서는 7%의 전력을 더 소비해야 하므로 가급적

에어컨 옆에 발열체를 높이지 않고 사용합시다.

중앙선데이뉴스기사에따르면, 평소 30kWh 를
쓰던가구가 2kW 에어컨을하루 8시간켜면전기
요금이평소 4배인 20만원이올라간다고합니다. 
이는전기사용량이 780kWh로올라가최고누진
요금이적용되기때문입니다. 
*200~400kWh에선 kWh당 187.9원, 400kWh  
초과하면초과분에대해 280.6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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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터텍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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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본사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빌딩(15845)

창원 사무소

경남창원시성산구완암로 50

SK 테크노파크테크동 918호

(51573)

서울 시험소

서울성동구아차산로 5길 7

(04793)

울산 시험소

경북울주군청량면용암길 34

(689-865)

+82 55 603 0640 +82 2 6090 9550 +82 52 257 6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