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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 (오스트리아)

1. 개요

▣ 정의
Österreichischer Verband für Elektrotechnik

: Austrian Electrotechnical Association (오스트리아전기기술협회)

▣ 개요

- 오스트리아 전기기술법에 의해 개정된 민간 비영리기관

- 오스트리아 전기안전 규격, 강제규격

- OVE는 IECEE에 가맹되어 있으며 CB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 주관기관 - Elektrotechnisches Verein Österreichs (ÖVE: www.ove.at)

▣ 대상품목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기기, 플러그 및 코드, 의료용 전기기기, 의약품,

공업용기기, 통신용 기기 등

▣ 주요내용

- 신청자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제품이

시험에 합격되면, 유효기간 2년간의 마크 신용허가서가 발행되며

마크사용이 인정된 제품의 제작 또는 판매가 중지될 경우 ÖVE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신청시 제출하는 문서

: 신청서(서식은 요구에 따라 송부한다.)

: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

: CB 시험증명서

: CB 시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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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

▣ 적용규격

- 오스트리아 전기기술법

- OVE (오스트리아 전기기술규격)

- IEC, CENELEC, EN

▣ 적용국가 - 오스트리아

2. 신청절차

오스트리아에서는 오스트리아전기위원회(ÖVE)는 IECEE에 가맹되어 있으며 CB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수속절차 및 규칙설명서는 요구에 따라서 송부 되어진다.

나. 심사등록기관(CB) 시험증명서를 제출할 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 직접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자를 통한 외국의 제조업자

- 상업대리인

다. 신청자는 아래의 문서를 ÖVE에 제출해야한다.

- 신청서(서식은 요구에 따라 송부한다.)

-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

- CB 시험증명서

- CB 시험보고서

- 신원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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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ÖVE는 국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CB 시험서가 제출된 경우, 항상 제품 샘플 제출을

요구한다.

마. 요금일람표 및 시스템 및 지불조건의 개략적인 설명은 요구에 따라 송부 되어진다.

바. 비용은 ÖVE에 따라 지정되어지지만, 지불조건은 시험소마다 다르다.

사. 라이센스 전에 검사가 요구되어진다.

제조업자는 공장검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면, 동시 대량생산품과 시험용 샘플이 동일

품질임을 증명해야 한다.

아. Follow-up공장검사는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자. 의문점 발생시, Follow-up시험용 샘플을 제출 받는다. 이 샘플의 시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차. 라이센스는 2년간 유효하다. 단 부적합 때문에 라이센스가 빨리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신청자로부터 취득에 대한 취소요구가 있을 경우는 그 한계는 없다.

카. 국가심사등록기관(NCB)의 결정에 대한 불평제기의 수신인은 ÖVE이다.

타. ÖVE 마크는 국제전기표준의회(IEC) 또는 유럽 전기기기 통일안전규격 위원회(CEE)의

안전규격은 물론, 이것에 첨가하여 다음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 무선간섭

- 전원시스템에 관한 외란

- 일부 기기의 성능(오븐,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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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기준 및 법령

가. 압력용기의 안전기준

단순 압력용기는 EU지령 및 TÜV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실시되어진다.

용접의 품질보증에 관해서는, ÖNORM M7812에 따라 "TÜV-CERT Österreich" 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 EMC에 관한 국내 법령

EMC 법령에 근거하는 심사기관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Standard organization : Österreichischer Verband Für Elektrotechnik (ÖVE)

시험소

- Österreichisches Forschungszentrum Seibersdorf (ÖFZS)

- Bundesforschungs-und Prüfzentrum Arsenal (BFPZ)

- Prüf-und Versuchanstalt der Elektrizitätswerke

- Versuchanstalt für Eletrotechnik am Technologischen Gewerbemuseum (TGM-E)

- Versuchanstalt für Radiotechnik am Technologischen Gewerbemuseum (TGM-R)

- Technischer Überwachungsverein (TÜ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