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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our August 2022 Eurofins KCTL newsletter.
Eurofins GMA News Letter 는 각국의 Eurofins E&E GMA 팀과 함께 제작 되고 있습니다.
아래 뉴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urofins GMA 팀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urofins KCTL 은 8월 일본 JATE TEST 인가 시험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만 BSMI _ EMC, Safety 신 규격 업데이트 관련 7월 회의록
EMC의 새로운 표준 CNS 15936:2016 테스트를 시행하려면, Safety의 새 표준 CNS
15598-1:2020도 반드시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 신규격+구규격 조합은 신청불가합니다)
이전 EMC 표준 CNS 13438은 2024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신청인은 2024년 1월 1일(업데이트 포함) 이전에 신 규격으로 테스트 한 뒤 BSMI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BSMI는 7월 회의 회의록에서 "추가 전력 변환 장치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CNS
15598-1:202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장비 액세서리에는 CNS 15598-1:2020에서 테스트해야 하는 AC-DC 전원이
포함됩니다.
② 차량용 담배 라이터 또는 Buck 라인용 전원 공급 장치(DC 12V ~ DC 5V)는 전원
공급 기능으로서 추가적인 전력 변환 장치가 있으므로, 부속품이 차량용 담배
라이터 또는 buck 라인용 전원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CNS 15598-1:2020로
시험해야 합니다.
③ 모니터가 있는 장비는 ITE 제품 규정에 따라 입력 전압에 상관없이 모니터에 Buck
부스트 기능이 있는 경우 CNS 15598-1:2020로 시험해야 합니다.
④ 회의 또는 발표를 위한 추가 게시가 없는 한 추가 전력 변환 장치가 없는 장비는
CNS 15598-1:2020을 테스트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태국 TISI – 공기 청정기 표준 업데이트
TISI(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는 2022 년 7 월 12 일 TIS60335 Vol.2(65)-2564 를
발행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기 청정기 필수 표준은 IEC60335-2-65:2015 규격과 동일하며
2023 년 4 월 8 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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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TEC – LAN 스위치 필수 요구 사항
인도의 TEC(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er)는 LAN 스위치 ER(Essential
Requirement) 및 변형 MPLS TP CEN 스위치 내에 세 가지 면제 사항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세 가지 Parameter 는 2023 년 1 월 24 일까지 또는 TEC 의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면제됩니다.

홍콩 OFCA – 5G 서비스에 대한 700MHz 대역 할당
홍콩의 OFCA(Office of the Communications Authority)는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위해
700MHz 주파수 대역의 스펙트럼을 재할당했으며 홍콩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는
700MHz 대역을 5G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IMDA – 셀룰러 장치에 대한 새로운 보안 요구 사항
IMDA(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와 TSAC(통신표준자문위원회)는 "셀룰러 장치를 Network
storm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 요구 사항"이라는 제목의 IMDA TS CD-SEC 를
발행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3 년 1 월 2 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사양은 연결 효율성 영역에서 보안 위협으로부터 통신 네트워크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셀룰러 장치의 설계 및 관리를 위한 최소 기술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폭풍에 대한 보호 제어 액세스 보안 무선(OTA) 업데이트
(세부사항은 첨부의 IMDA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urofins KCTL Newsletter August 2022

Page 3 of 5

Eurofins KCTL 글로벌 뉴스레터 2022 년 8 월

아르헨티나 ENACOM _갱신 신청의 규제 표시 요구 사항 업데이트
2022 년 8 월 12 일 ENACOM 은 갱신 요청에 대한 규제 표시 요구 사항 수락과 관련된 기준
변경을 도입하기 위해 참고 번호 NO-2022-83513667-APN-DYNART#ENACOM 을
게시했습니다.
ENACOM 은 RAMATEL 라벨 디자인 적응으로의 전환 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미 승인된 장치의 갱신 요청에 대해 기존 CNC 라벨 설계(Res. 82/2015 기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이전 기준을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ENACOM 은 결의안 번호 854/2020 에 의해 도입된 RAMATEL isologotype/isotype
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표시 디자인이 적용된 갱신 요청에 대해서만 승인합니다
.

뉴질랜드 RSM_ SRD 에 대한 무선 통신 규정의 새 버전을 발표
RSM은 2022년 8월 1일 무선통신규정(단거리장치 일반사용자 무선면허) 고시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 버전은 5925-6425 MHz 대역을 저전력 실내(LPI) 사용 및
초저전력(VLP) 실내외 사용 시 WLAN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다음 세부 정보 또한 함께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① DFS 및 TPC용 5150 - 5350MHz는 5250-5350MHz에만 적용됩니다.
② 5925-6425 MHz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57-66GHz의 경우, MGWS(Multi Gigabit Wireless Systems) 및 IMT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공유 기술 중립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 범위가 57-71GHz로
확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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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문의
Eurofins GMA Part
Email : global@kctl.co.kr
Tel : 0313266723
Eurofins KCTL Newsletter August 2022

Page 5 of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