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 모바일 로봇 I (AMPs : Automated mobile platforms) 

미국의 안전 표준 UL/ULC 3100

UL/ULC 3100 표준은 어느 기기에 적용하는 것인가요?

• 서비스, 통신, 정보, 교육및엔터테인먼트로봇(SCIEE)은 UL 3300으로평가됩니다.

• 비자율로봇또는산업용트럭은 UL 1740에따라평가됩니다.

• 부품 전달 또는 자동화된 재료 취급과 같은 용도가 있는 로봇 구성 부품들은 UL 1740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범위 내의 로봇들에 대한

조작자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 유선 또는 무선 제어 기능이 있는 수동식 자재 운송 로봇과 같은 제품은 UL583/ULC/ORD-C583의 범위에 속합니다.

• ＂칼퀴＂가 있거나 ＂지게차＂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AMP도 UL583/ULC/ORD-C583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상업용 또는 산업용 바닥 청소 장비로 기능하는 자동화된 유도 차량 또는 자동화된 차량은 CSA C22.2#336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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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모바일 로봇(AMP) 또는 무인 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 AGV)라고 불리는 자율

모바일 로봇은 현대의 창고와 공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로봇들은 교체 가능한

배터리 팩 또는 도킹 스테이션에 의해 충전되는 배터리로 구동되며, 창고와 공장에서 물건을

운반하고, 올리고, 픽업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UL/ULC 3100 표준은 탑재량에 관계없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다룹니다. AMP는

상업용 또는 산업용 환경을 위한 것이며, 실내 및/또는 실외용 입니다. 또한 AMP는 납축 전지

또는 리튬 기반 배터리를 사용하여 구동되며, 충전할 수 있는 경우 기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전도성 시스템을 통해 충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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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인증에 대해 특별 할인가로 업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031-8069-3702)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TL은 무엇인가요? 고객은 “UL 인증”이 필요하고 말했습니다. 인증에 있어서 동등한가요?

네, 두 마크 모두 법적으로 동등합니다. 

ETL은 미국 표준에 부합하다는 증명인 제3자 시험 및 인증입니다. 표준에 부합하다면, 시험/인증받은 제품은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ETL 인증 마크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텍에 의해 부여 받습니다. 미국 노동청인

OSHA로부터 지정 받은 국가 공인 시험소(NRTL)이며, UL 또한 동일하게 OSHA로부터 지정받은 시험소입니다. 인터텍은

보증, 시험, 검사 및 인증 기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당사의 ETL Listed 마크는 미국 표준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ETL Listed 마크와 UL 마크 모두 제품 안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합니다. 즉, 시험/인증을 제공하는 회사에

따라 그 회사의 마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인 ETL과 UL의 차이는 회사 마크차이입니다. 

시험 및 인증은 얼마나 걸리나요?

AMP에 대한 대부분의 제품 인증은 통상 3-6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이 프로세스에는 예비 평가, 구조검토, 시험, 성적서

작성 및 초기 공장 심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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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아래는 미국 표준에 준한 시험 항목과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표준 시험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기능 안전 준수는 기능 안전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의 검증과 유효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능 안전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 기능의 검증 및 유효성 검사는 해당 기능 안전 표준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절 시험항목 적용 제품

46 Power Rating Verification 모든 제품

47 Temperature 모든 제품

48 or 49 Discharge
모든 제품. 

배터리 팩이 탈착식인지 비탈착식인지 여부에 따라
시험이 결정됩니다. 

50 Dielectric 60Vdc 이상의 회로가 있는 제품

51 Mold Stress 금형 또는 성형된 열가소성 외함 부분이 있는 제품

52 Abnormal Operations 모든 제품

53 Component Faults 모든 제품

54 Relay and Solenoid Burnout 개방된 코일 구조의 전자 릴레이 또는 솔레노이드

55
Disconnected Fan and Blocked 

Ventilation 강제 환기 기능이 포함된 제품

56 Motor Overload 모터 및 모터 보호의 일부로 평가된 과부하 보호 기능
이 없는 모터가 있는 제품57 Locked Rotor

58 Overcharge

보호 장치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이 있는 제품

59 Imbalanced Charging

60 Vibration

61 Shock

62 Thermal Cycling

절 시험항목 적용 제품

63
Power Loss/Power Restorati

on 모든 제품

64 Impact 위험 전압이 있는 제품

65 Brake Test 기계식 브레이크가 있는 제품

66 Stability Test 모든 제품

67 Lifting Means Loading 리프팅 또는 운반용 아이볼트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제품

68
Bumper/Touch Sensor

Activation 범퍼 또는 터치 센서가 있는 제품

69
Endurance of Battery

Connectors
배터리 팩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배터리 커넥터가 있는

제품

70 Hydrostatic Strength 정상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 압력을 받는 부품 또는 조립
품이 있는 제품

71
Endurance of Actuator Stop 

Means 정지 또는 제한 장치가 있는 제품

72 Actuator 부하 결합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말단장치가 장착된 제
품

주요 부품(예: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UL/ULC 3100에는 AMP 내의 여러 부품에 대한 특정 인증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리튬 기반 배터리 팩은 UL/ULC 2580, UL/ULC 2271, 또는 UL 62133-2/CSAC 22.2#62133-2에 대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배터리 팩 외부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존하는 리튬 기반 배터리 팩과 UL 62133-2/CSAC22.2#62133-2에 인증된 배터리는 단일 고장 조건을 포함한 58부터 62까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납축전지는 UL 1989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배터리 충전기는 적절한 표준(예: UL 1310/CSAC22.2#223 또는 UL 60335-1/CSAC22.2#60335-2-29; 전체 목록은 조항 11.1 참조)에 따라 인증되어야 하며, 충전기는

탈착식 배터리 팩이 장착된 AMP 또는 오프보드일 수 있습니다.

• 트랜스포머는 UL 506, UL 1561 또는 UL 5085-1/CSAC22.2#66.1 및 UL 5085-2/CSAC22.2#66.2 또는 UL 5085-3/CSAC22.2#66.3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터는 고유한 열 또는 임피던스 보호, 또는 열 또는 임피던스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로를 인증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자율로봇분야는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습니다. 새로운기술과시스템이개발됨에따라이러한제품의안전성을평가하는데사용되는표준은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변경될것입니다. 현재이러한요구사항은위에기술된바와같으나, 언급된바와같이표준및규정에대한지속적인업데이트가있습니다.

인터텍은제조업체가글로벌시장에제품을출시할수있는솔루션을찾을수있도록지원하는데전념하고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최종제품의인증을미리

계획하고고려함으로써출시기간을단축할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저희인터텍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 (www.intertek.com/industrial/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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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인증에 대해 특별 할인가로 업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031-8069-3702)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