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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험 항목 시험 소요 시간 (H) 비고

1    방사 시험 1 기본 1모드 기준

2    전도 시험 0.5 기본 1모드 기준

3    신호선 전도 시험 0.5 기본 1모드 기준

4    클릭 시험 2.5 기본 1모드 기준

5    방해전력 시험 1 기본 1모드 기준

NO 시험 항목 시험 소요 시간 (H) 비고

1    정전기 시험 0.5 기본 1모드 기준

2    방사내성 시험 3 기본 1모드 기준

3    버스트 시험 0.5 기본 1모드 기준

4    서지 시험 2 기본 1모드 기준

5    전도내성 시험 1.5 기본 1모드 기준

6    자기장내성 시험 0.5 기본 1모드 기준

7    전도성 과도전압 시험 0.5 기본 1모드 기준

NO 대상 기기 시험 소요 시간 (H) 비고

1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16 기본 1모드 기준

2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16 기본 1모드 기준

3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타전송용) 16 기본 1모드 기준

4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16 기본 1모드 기준

5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16 기본 1모드 기준

6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16 기본 1모드 기준

7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16 기본 1모드 기준

8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16 기본 1모드 기준

9    251       RFID/USN용 무선기기 16 기본 1모드 기준

10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16 기본 1모드 기준

11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GHz) 16 기본 1모드 기준

12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16 기본 1모드 기준

NO 대상 기기 시험 소요 시간 (H) 비고

1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1.5

2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1.5

3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

NO 대상 기기 시험 소요 시간 (H) 비고

1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1

적합성평가 시험 소요 시간
  1. 전자파 장해 시험

  주1)   상기 시험 시간은 시험 준비 및 셋업에 대한 시간은 제외된 시험시간이며 동작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전자파 내성 시험

  3. 무선 시험

  주2)   상기 시간은 단일 모드 기준이며, 모드/밴드/정격 추가시 시험시간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4. 전자파강도 시험

  5. 유선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