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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전자파적합성 시험 수수료 및 시험 기간 안내
문의처: 이지현 이사, Luichel.lee@intertek.com, 031-8069-3702
시험 종목

시험 수수료

시험소요기간

KRW 1,500,000

2일

KRW 1,200,000 /

2일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안전시스템용)
무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RFID/USN 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10 GHz)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KS C 9811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KS C 9814-1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구류)
KS X 3143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KS C 9610-6-3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일반 EMI&EMS

KS C 9610-6-4 (산업환경)
KS C 9814-2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구류)
KS C 9992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KS C IEC 60601-1-2 (의료기기류)
전자파
적합성

3일
KRW 2,500,000 ~
3,000,000 /
단순의료기기 (AC

5일

전원 1 모드)
KS C 9815 (조명기기류)
KS C 9547 (조명기기류)
KS C 9610-6-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KRW 1,200,000 /
일반 EMI&EMS

3일

KS C 9610-6-2 (산업환경)
KS X 3124 (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KS X 3125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KRW 1,500,000 /
무선 EMC

3일

KS X 3126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KS C 9835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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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1,500,000 ~
1,800,000

3일

시험 종목

시험 수수료

시험소요기간

KRW 500,000

2일

주방용전열기기중 유도가열 (IH) 기능이 있는 기기
전자파
강도

전기액체가열기기중 유도가열 (IH) 기능이 있는 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FCC Part 15B / IC: ICES-001, ICES-003, ICES-005

미국 /

FCC Part 15C / IC: RSS Gen, RSS-247, RSS-210

캐나다
MRA

FCC Part 15E

2일
KRW 1,500,000 / EMI
KRW 2,000,000 / RF

FCC Part 18

3일
3일
2일

시험 수수료와 시험소요기간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세요.

고려사항



부가세, 접수비 및 면허세는 별도입니다.



1 모드 기준이며 모드 추가시 시험 수수료와 소요기간이 추가됩니다.



제품의 종류와 사양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전원 사양, 동작 모드, 포트 수, 크기, 중량 등)



시험 소요 기간은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적인 시험이 진행되는 실제 소요 기간으로 대기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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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및 인증서 발행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위한 정보가 제공 되어져야 합니다.



시험 업무의 양에 따라 추가 비용 및 시험 소요기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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