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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M (아르헨티나)

1. 개요

▣ 정의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 (아르헨티나표준협회)

▣ 개요 - 아르헨티나 국가규격이면서 전기안전 규격이고 강제규격임.

▣ 인증기관 - IRAM (아르헨티나표준협회 : www.iram.org.ar)

▣ 주요내용

- IRAM 표준에 의한 IRAM마크와 IRAM Safety 마크는 구분된다.

IRAM마크는 제품, 공정, 서비스의 인증system 이며,

제품을 아르헨티나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IRAM Safety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다음의 법령에 IRAM규격이 인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용 된다.

* Decree 5720/72 : 정부기관, 관련조직·기업 등에서 조달사양으로

IRAM규격을 사용하는 경우

* Law for sanitation and safety at work(Law No.18-19587/73)

* 정부조달품에 IRAM 마크, IRAM Certification of Lots Conformity를

적용하는 경우(Decrees 2181/73, 2082/80, 843/83)

- 인정기관인 IRAM은 DQS(독일), CERMET(이탈리아), IMQ(이탈리아)

및 AENOR(스페인)와 상호인정협정을 맺고 있다.

▣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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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품목 - 50V ~ 1000VAC / 1500VDC 이하를 사용하는 전기전자 제품

▣ 적용국가 - 아르헨티나

▣ 적용규격 - IRAM

2. 제출서류

가. Type certification (required for Phase ll)

- Application form (AQF‐004)

- IEC Certificate (CB, CCA, S)

- IEC Test report

(EN 규격 따른 성적서의 경우, IEC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한다는 Letter가 요구됨)

- Photos

- Circuit diagrams

- User's manual (스페인어)

- Marking plate

- IRAM 규격에 따른 Plug

(IRAM 2063 for 2 poles, class II or IRAM 2073 for 3 poles, class I)

나. Safety certification (required for Phase lll and fulfills the requirements for Phase ll)

- 제조자서명 Application form (AQF‐003)

- IEC Certificate

- IEC Test report

- Photos

- Circuit diagram

- User's manual (스페인어)

- Marking plate

- IRAM 규격에 따른 Plug

(IRAM 2063 for 2 poles, class II or IRAM 2073 for 3 poles, clas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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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M Mark of Conformity with IRAM Standard

IRAM 국가규격에 적합한 제품

IRAM Safety Mark

IRAM 또는 IEC 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

IRAM Certification of Manufacturing Conformity

IEC 또는 해외규격에 적합한 제품

- Factory Inspection Report (CIG‐23)

- Photocopy of registered trademark

- DC‐PB‐017 ‐ "Rules of Procedure for the Contracting and use of the IRAM mark"

- 사업자등록증 영문 사본

3. 인증갱신

1년 1회 공장심사(KTL) 수행 및 6개월 마다 회비 지불로 갱신함

4. 변경신청

마킹이나 인증서상에 나타나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성적서만 변경하여 변경된 성적

서를 IRAM에 접수하여야 한다. 만약, 인증서상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변경 신청서 및 성적서

를 다시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다.

5. 인증마크

가. IRAM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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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mark

아르헨티나 정부의 S-Mark는 Resolution No. 92/98 of the National Secretariat of Industry,

Commerce and Mining의 규정에 따른 강제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위 해당 IRAM 마크

와 함께 표기된다.

다. Marking Plate 요구사항: IRAM 해당 인증마크, 상호명, 제품명, 모델명, 정격, 원산지,

caution instruction (스페인어)

6. Contact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552 Peru St. (C1068AAB),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Rep. Argentina

- Homepage: www.iram.org.ar

- TEL: +54-11-5246-0820

- FAX: +54-111-524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