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환기/에어컨 제품

HVAC 제품의 모터 제어기 인증
새로운 인증 요구 사항

HVAC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터 제어기의 인증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2024년 1월 1일까지 HVAC 장비 인증을 위해 UL 1995나 UL 60335-2-40 규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UL 1995/CSA C22.2 #236을 인증하는 경우, Intertek은 UL 508C 인증을 받은 모터 제어기를 계속해서 승인할 것입니다. 컨트롤 유형에 따라 다른 옵션으로는 UL 

61800-5-1, UL 873/CSA C22.2 #24, UL 244A/CSA C22.2 #156 및 UL 60730-1/CSA C22.2가 있습니다.

2. UL 60335-2-40/CSA C22.2#60335-2-40를 인증 받는 경우, 이 규격은 UL 508C 인증을 받은 모터 제어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UL 61800-5-1이나 UL 60730-

1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는 부속서 DVA의 관련 부품 규격, 부품에 적용되는 관련 북미 규격, 북미 부품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UL 60335-2-40의 요건에 준해

시험하며, 이 경우 제품에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격을 준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제품 규격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터 제어기와 그 부품은 부품 인증에서 다루지 않는 최종제품 규격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며, 몇 가지 예제로 누설전류 시험, 추가적인 내구성

요구사항, 보호 전자적 제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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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장비에 활용되는

전자적 모터 제어는 이제 북미에서 인증을 위한 새로운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HVAC 모터 제어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인 UL 508C는 2020년 2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UL 61800-5-1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UL 873은 2023년 10월

23일에 폐지될 것이며, UL 60730 시리즈로 전환될 것입니다.

모터 제어기 및/또는 모터가 개별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샘플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터 제어가 모터 구조 내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 모터 제어기 기능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모터 제어기의 상세 사양 확인 후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터 제어기가 HVAC 최종 제품 테스트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UL 60335-2-40은 영구 연결 장비를 포함한 모든 기기에 대해 누설 전류 시험을 요구합니다. 모터 제어기는 기기 내에서 높은 누출 전류 시스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중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모터 컨트롤러의 필터링 구성 요소(X 및 Y 캐패시터) 때문입니다. 하지만, UL 60335-2-40은 유전체 및

누설 전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보호 임피던스와 무선 간섭 필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위해 미 승인 모터 및 제어기를 제출하는데 요구되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모터 및 모터 제어기는 최종 제품 평가 및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부품 규격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터텍은 최종 제품이 인증을 위해 제출되기

전에 잠재적 부적합 사항을 포착, 식별 및 수정할 수 있도록 부품을 먼저 평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품 수준에서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옵션이 허용됩니다. 모터와 제어기의 평가 중에 위상 및 잠금 로터 손실에 대한 보호 방법을 제조업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정의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일정 및 비용은

보호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터 및 모터 제어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부품 수준 시험 또한 최종 제품 시험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와 인터텍의 HVAC 엔지니어 및 프로젝트 매니저의 권장 사항을 준수하면 인증과 제품 출시가 빨라집니다.

내부컨트롤과보호기능이있는모터(하드웨어만해
당)

내부컨트롤러와보호기능이있는모터(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

보호기능이우회된내부컨트롤이있는모터(컨트롤
러의의도적으로약한부품또는퓨즈)

• 권선과내부컨트롤러의주요부품에열전대를심
은 일반모터 1대

• 모터권선과모터위부컨트롤러에열전대를심은
모터 1대

• 일반모터 1대
• 5개의모터컨트롤러샘플
• 컨트롤러부품개방/단락시험을위한추가샘플

• 권선과내부컨트롤러의주요부품에열전대를심
은 일반모터 1대

• 모터권선과모터위부컨트롤러에열전대를심은
모터 1대

• 일반모터 1대
• 5개의모터컨트롤러샘플
• 부록 R의요구사항인소프트웨어문서및정보
• 컨트롤러부품개방/단락시험을위한추가샘플

• 권선과내부컨트롤의주요부품에열전대를심은
일반모터 1대

• 모터권선과모터위부컨트롤에열전대를심은모
터 2대

• 3개의개별모터컨트롤러샘플
• 컨트롤러부품개방/단락시험을위한추가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