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C 60335-1 6판(Ⅰ)
향상된 기술력의 가전 제품

IEC 60335 시리즈는 가정 및 유사한

용도의 전기 제품의 안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020년에 IEC 60335-

1의 6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제조업체는

변경사항이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년에 걸친 가전 제품의 발달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정 및 상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제품의 범위가 훨씬 넓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여, 모두 우리의 일상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 이후 IoT 기술로 인해 프로그래밍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 였습니다. 동시에, 배터리 기술의 발달은 핸드 믹서, 휴대용 믹서, 커피 메이커와 같은 무선 주방 가전

제품의 길을 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 작성자는 IEC 60335 시리즈와 같은 기존 안전

규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IEC TC 61에 파트 1은 일반적인 요건을 다루며, 파트 2는 구강 위생 기기에 대한 IEC 60335-2-52와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다룹니다. 파트 2의 규격은 항상 파트 1과 함께 연계하여 사용되며 IEC 60335-1의 해당 조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합니다.

IEC 60335-1 6판은 향상된 기술에 대해 다룹니다.

IEC 60335 시리즈의 규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70년에 IEC 60335-1의 초판이 발행되었습니다. 6판은 스마트 홈 기기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과 배터리 작동 제품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규격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통합하여 발행되었습니다. 기존이

규격과 6판의 변경사항을 자세히 식별할 수 있도록 IEC 60335-1:2020의 주석 버전(CMV)이 제공됩니다. 규격의 문서 변경은 대부분 배터리 작동 기기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이 있지만, 언뜻 중요하지 않은 일부 사소한 문서 수정은 현재 또는 미래의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최신

표준 참고 문헌과의 정렬, IEC 61140과의 PELV 용어 정렬, 주석 삭제 또는 표준 문헌으로의 변환, 부록 명칭의 표준에서 정보로 변경, 지침 문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아래 표에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술적 변경(신규 또는 개정된 요구사항 또는 설명)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이며, 요구사항의 전체 목록은 규격을

참조해야 합니다.

Standard clause / section Details

10.1, 10.2, Annex S
동작주기 중 입력전력/전류가 변화하는 제품에 대해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Annex S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전 버전의 Annex S는 배터리 동작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삭제)

21.1
전원소켓에 꽂을 수 있는 핀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계적 강도 요구사항(자유 낙하시험)이 21.1절에 포함되었습니다.(이전 버전의 Annex B에 있
었던 내용임)

3, 5, 6, 7, 8, 11, 12, 19, 27, 30
Annex B

배터리나 배터리로 동작하는 제품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규격 전체의 여러 절에 추가되었으며, 변경 또는 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
다.
메탈이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추가되었고, 12절에서 이런 배터리의 충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nnex B 는 배터리 동작하는 제품, 분리가능한 배터리, 배터리 동작 제품의 탈착가능한 배터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8.1.1 현재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나는 여러 기기에 대해 작은 핑거 프로브(직경 8.6 mm)의 적용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4.1 기능 접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경으며, 접지라는 표현은 보호 접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15.1.2 자동코드릴 제품이 물침투에 대한 IP등급이 있으면 습도 저항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IEC 60335-1 6판의 새로운 조항 22.62 및 부록 U: 공공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통신을 위한 장치

새로운 요구사항은 공공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고, 공공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개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정용 또는 유사한 가전제품의 도입에 의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통신이 가능한 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IEC 60335-1:2020의 조항 22.62의 요구사항은 부록 U의 요구사항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IEC 60335-1:2020의 조항 22.62의 준수는 제품 및 관련 기술 문서의 검사와 표준 부록 U의 요건 및 시험에 의해 확인되면, 이는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IEC 60335 시리즈의 범위에서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가전제품에 대해 부록 U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예로는 규격의 준수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공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통신이 아닌 송신 전용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가전제품과 서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의 원격 통신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부록

U의 요구사항이 데이터 또는 소비자 프라이버시의 기밀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보호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지만 제품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IEC 60335-1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격의 새로운 버전은 언제 의무화 되나요?

IEC 60335-1 6판은 이 판에 기초하여 설정된 파트 2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판이 발행되었을 때, 파트 2s는 아직 일반 규격의 새로운 판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 2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주로 상업용 제품인 다수의 파트 2가

따라잡아 제품이 최신 요구 사항에 맞게 시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용 전기 도넛 튀김기 및 튀김기용 IEC 60335-2-37:2021 및 상업용

바닥 처리기용 IEC 60335-2-72:2021이 포함됩니다. 이전에 언급한 구강 위생 기기에 대한 IEC 60335-2-52의 2021년 버전은 가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파트 2 규격의 한 예로서, 이미 IEC 60335-1 6판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환 시기는 타켓 시장과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버전은 해당 파트 2가 IEC 60335-1의 6판과 정렬되고 이 체계에서 작동하는 규격으로 나열된

제품에 대한 IECE CB 체계에서 이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 규격의 채택 과정 및 발행이 아직 진행중이고 의무 시행일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는 여전히 이전 버전의 규격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ENELEC CLC/TC 61에 따라, 제안된 유럽 규격 prEN IEC 60335-1은 아직

초안 작성 중이며 예상 투표일은 2023-03-22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텍이티엘셈코(주) 경기도군포시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빌딩(당정동) 15845
www.Intert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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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인터텍은글로벌인증을포함하여국내인증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국내자체시험소를 KOLAS에서인정받아운영하고있으며, 안전, 전자파/무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ROHS)를원스탑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특히, 전자파/무선시험소는 KC 전자파적합성평가업무, 중동 7개국(G mark EMC), 유럽(CE RED), 미국(FCC), 캐나다(IC), 

남아프리카공화국(SABS) 등전세계인증을위한시험이가능합니다.  아울러, 무선인증에대해특별할인가로업무진행해드리고있으니부담없이상담(031-8069-3702)받아보시기바랍니다. 

저희 인터텍은 IEC 60335-1 최신판에 대해 시험/승인 업무가 가능하며, CBTL로 지정되어 CB 시험/승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에 대해 최신 규격으로 국가 요구사항에 준수하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이사, Luichel.lee@intertek.com, 031-8069-3702)

15.1.2 전원소켓에 꽂을 수 있는 내장핀을 가진 제품은 습도 저항 시험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19.13 접근가능한 SELV 커넥터 또는 USB 단자의 비정상 동작조건하의 출력 전압 한계가 추가되었습니다.

32.2 광생물학적 위험성(IEC 62471)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Annex R
Tables R.1, R.2

External communication 소프트웨어 관리 아이템과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2.62
Annex U

공공네크워크에서 원격 통신을 통해 이뤄지는 권한을 가지지 않은 접근과 전송 실패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