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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크는유럽경제지역(EEA)에서자유롭게운송할수있는 EU 법과양립되는제품의상징입니다. CE 마크는내부시장, 산업제품등을포함하여광범위하게분류되는
제품의확장이며, 안전성, 건강및환경보호요구사항을가진제품임을보장하는상징마크입니다. 

고객과비즈니스에대한두가지주요이점은, 고객은 EEA 지역에서높은안전성, 건강및환경보호요구제품을누릴수있으며, 법적으로제한없이유럽경제
지역(EEA)에서거래될수있습니다.

제품에표시된 CE 마크는제품이유럽위원회의관련지침을준수함을의미합니다. 

UPS 적용 규격

규격 제목 시행 일자 개요

EN IEC 62040-

1:2019 (MAIN)

무정전 전원 시스템(UPS) –

Part 1: 안전 요구사항 2019-07-19

IEC 62040-1:2017은 저전압 배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동식, 고정식 또는 내장형 UPS에 적용

되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또는 해당하는 경우 접근 제한 영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 V AC 또는 1500 V DC를 초과하지 않는 포트 전압으로 고정 주파수 AC 출력 전압을 제공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것. 이는 상호 연결된 장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든 독립적인 장치로 구

성되든 제조업체가 규정한 방식으로 UPS를 설치, 작동 및 유지 관리하는 플러그형 및 영구적으로 연

결된 UPS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UPS와 접촉하는 일반인 및 특별히 명시된 경우 숙련된 사람의 안

전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지정합니다. 목표는 사용 및 작동 중, 특히 명시된 경우 서비스 및 유

지보수 중에 화재, 감전, 열, 에너지 및 기계적 위험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제품 표준은 전력

전자 변환기 시스템에 대한 그룹 안전 간행물 IEC 62477-1:2012의 해당 부분과 조화를 이루며 UPS와

관련된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개정판에는 이전 개정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

술적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문서가 IEC 60950-1:2005(IT 장비에 대한 안전)에서 IEC 

62477-1(전력 전자 변환기에 대한 그룹 안전 표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IEC 62040-

2:2016

무정전 전원 시스템(UPS) –

Part 2: 전자파 적합성(EMC) 

요구사항

2016-11-25

IEC 62040-2:2016은 전자파 적합성(EMC)에 대한 유형 테스트 제품 표준이며 가정용, 상업용, 경공업

인 저전압 배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동식,, 고정식 또는 내장형 플러그 및 영구 연결 UPS에

적용됩니다. 1500V DC 또는 1000V AC를 초과하지 않는 포트 전압으로 출력 전압을 제공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합니다.

CE 승인서인터텍의 UPS CE 서비스

인터텍은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 요구되는 EN IEC 62040-1, IEC 62040-2 UPS 적용 규격에

준해 평가할 수 있는 시험 기관입니다. EMC, LVD, ROHS, REACH 등 CE 디렉티브 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국/내외 시험소를 통해 제공 가능합니다. 

유럽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연락 주셔서 인터텍의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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