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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일본)

1. 개요

▣ 정의 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

▣ 개요

-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 된 새로운 형태의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제도

- 신고 및 적합성검사를 통한 자율적 제도 (사후규제 강화)

- 해당 전기용품의 일본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마크취득 및 부착을

요구

▣ 관련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www.meti.go.jp)

-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전기용품안전법 제31조)

- 외국의 승인검사기관 (전기용품안전법 제42조)

- 국내대행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제품검사/공장검사실시: www.ktl.re.kr)

▣ 대상품목

-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기재

- 특정전기용품(SP:Specified Products) : 112개 품목

: 이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검사기관에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선,휴즈,배선기구,전류제한기,변압기/안정기,발열기구,

전동력응용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

휴대발전기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 Products) :

340개 품목

: 전선,전선관,휴즈,배선기구,변압기/안정기,소형교류전동기,전열기구,

전동력응용기게기구,광원응용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등

▣ 적용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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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

▣ 적용규격 -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 인증절차

①사업신고(제조자 및 수입자)

⇨ ②적합성검사(일본의 인정검사기관/외국의 승인검사기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 경우 자기책임하에 적합성검사

실시)

⇨ ③기술기준의 적합(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기술기준)

⇨ ④검사 및 검사기록의 보존

⇨ ⑤PSE마크표시

▣ 기타

- 해외제조사업자 : 적합성검사신청, 적합성검사 합격증수령

- 수입사업자 : 기술기준적합확인의무, 검사기록의 작성/보존의무,

적합성검사증명서 사본보존의무, PSE마크 표시의무

2. 일반현황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

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

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

용품안전법(전안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

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온 규제를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증을 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합리적인 규제 및 소비자 안전의 획기적

인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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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체계를 자기확인 원칙으로

- 검사업무에 경쟁원리 도입

-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 도입

- 벌칙의 강화

3. PSE마크 제도 도입

- PSE 마크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 (Dentori

마크,T-Mark)이 개정 된 새로운 형태 법인 전안법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 전취법(Dentori)에서는 전기용품을 두 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

고있는 반면, 새로운 전안법(Denan)에서는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s, NP) 2개 분야로 나누고 있

다.

-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 평가되어

야만 하며,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은 금년 4월 1일 부로 이미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이전에

갑종(Category A)로 T Mark를 인증 받은 제품은 2006년 4월 1일까지 판매가 가능

하며, 2002년 4월 1일까지 을종 (Category B)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2006년 4월

1일 까지 또한 판매가 가능하다.

4. 전안법의 주요 개정 내용

- 법률의 명칭을 전기용품 안전법으로 개정.

- 법률의 목적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

- 갑종 전기용품 및 을종전기용품을 폐지하고 새로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정의 함.

- 갑종 전기용품 제조사업자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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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함.

-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가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해당전기용품이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것

으로함.

- 형식인가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조사업자 등은 경제산업대신이

인정 또는 승인 하는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함.

- 지정시험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으로서 공익 법인

임을 요건으로 하 지 않는 인정 검사기관 등을 설치하기로 함.

- 갑종전기용품의 T 마크를 폐지하고 특정 전기용품 및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

용품에 붙는 새로운 마크가 각각 정해져 제조사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할 때까지

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특정전기용품 마크는 〈PS〉E 이고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마크는 (PS)E 이다.)

- 업무 정지명령을 폐지하고 판매할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해당형식의 필요 용품에 대해 표시를 금지시켜 유통

방지를 도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전기용품 회수를

도모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함.

- 위험방지명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법인의 벌금형 상한선을 1억엔으로 하는 것 외에

벌칙에 관한 필 요한 벌칙에 관한 소요규정을 정비.

가. 개정내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 형식구분의 전기용품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형식구분의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하다.

나. 특정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1) 적합성 검사 내용

- 해당 전기용품(형식구분별)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

- 해당 특정전기용품에 관련한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검사설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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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인가에서 적합성검사로 이행

- 형식인가를 필한 갑종전기용품은 그 유효기간(3년, 5년, 7년)까지는 적합성검사

불필요 하지만 인가 유효기간 이후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2001.4.1이후 새로운 형식구분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

다.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제조유효기간

-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제조유효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전안법의 시행 일로부터

1년, 2년, 3년으로 한다.

- 갑종전기용품 : (예) 자동판매기(1년), 직류전원장치(2년), 접속기(3년)등

- 을종전기용품 : (예) TV수신기(1년), 전기냉방기(2년), 전선관(3년)등

라.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판매 유효기간

(1) 전취법에 의한 판매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전압법의 시행 일로부터 5년, 7년, 10년으

로 한다.

(2) 전취법의 갑종 및 을종 전기용품의 구 표시 판매 유예기간

- 유예기간 5년 : (예) 전기 좌변기 (갑종), TV수신기 (을종) 등

- 유예기간 7년 : (예) 직류전원장치 (갑종), 헤어카라 (을종) 등

- 유예기간 10년 : (예) 배선기구 (갑종), 전선관 (을종) 등

마.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제조 및 판매유효기간

(1)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제조 및 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시행

일로부터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2)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갑종 전기용품의 구 표시 제조/판매 유예기간

- 유예기간 5년 :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06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유예기간 7년 :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08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유예기간 10년 :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11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바. 외국에서 제조된 을종전기용품의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에 따른 수입유예기간

(1) 을종 전기용품은 종래부터 일본 국내의 수입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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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수입사 업자의 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수입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시행일로

부터 1년, 2년, 3년으로 한다.

(2) 외국에서 제조된 을종 전기제품의 구 표시에 따른 수입 유예기간

- 유예기간 1년 : (예) 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2년 3월 31일 까지

경우

- 유예기간 2년 : (예) 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3년 3월 31일 까지

경우

- 유예기간 3년 : (예) 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4년 3월 31일 까지

경우

사. 전기용품 취체법과 전기용품 안전법의 주요항목 비교표

법률명칭 변경 전기용품취체법 전기용품안전법

법률의 목적

변경

정부인가제도

사전규제 및 사후 규제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활용한 자기 확인제도,

정부로서는 사후규제가 중심이다.

전기용품 범위

대상품목은 498품목

- 갑종 전기용품 : 165품목

- 을종 전기용품 : 333품목

대상품목은 454개 품목

- 특정 전기용품 : 111품목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343품목

사업신고

갑종전기용품 :

제조사업자의 등록

- 외국제조사업자 등록 가능

을종 전기용품 :

- 사업개시 신고

모든 전기용품 :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 형식에 대하여 신고한다.

외국 제조 제품은 수입업자가 신고한다.

기준 적합

의무

갑종 전기용품 :

-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 표시의무

- 기술기준 적합 의무

모든 전기용품 :

-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 표시의무

- 기술기준 적합 의무

마크표시

갑종전기용품은 XXX표시

- 을종 전기용품은 무표시

- (1995년 개정시 XXX표시

폐지)

전기용품 대상 품목임을 표시한다.

표시로서

- 특정전기용품은 XXX

- 특정이외의 전기용품은 XXX

전기용품

인가/

적합성 검사

갑종 전기용품은 지정 시험기관에

의한 형식검사와 정부의 형식인가

특정전기용품은 인정/승인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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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칭 변경 전기용품취체법 전기용품안전법

인가/

적합성검사기

관

갑종전기용품

- 일본 : 지정시험기관

- 해외 : 특정외국시험기관

특정전기용품

- 일본 : 인정검사기관

- 해외 : 승인검사기관

표시사항과

판매.사용

제한

표시사항은 (갑종은, 형식인가번호,

제조사업자명등,

을종은, 제조사업자명 등)이 표시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표시사항(마크표시, 제조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주된 사후

규제

사업등록 취소

형식인가취소

업무정지명령

표시 금지

위험 등 방지 명령(회수명령)

5.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의 역할

가. 사업의 신고

전기용품의 제조 혹은 수입사업을 행하는 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한 전기용품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해 "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 신고"를

경제산업대신 혹 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의 승계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승계 신고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양도 양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동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증명서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하여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나.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1) 기준 적합 의무에 관한 검사 방식 등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을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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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방식

ㅇ 특정전기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제조 공정에서 실시하는 검사

: 특정전기용품의 제조공정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 해당 특정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동 제품의

구조, 재질, 성능에 대해 실시 할 것.

: 재료 또는 부품에 관련한 검사는 구입시 실시하는 수납검사에서 해당 검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검사로서 대신할 수 있다.

-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특정 전기용품의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에 있어서 퓨즈(용기를 가진 온도

퓨즈로 그 용 기가 충전되지 않은 구조는 제외)는 외관에 대해, 아래의 좌측에

표기된 특정 전기용품에 관해서는 외관, 절연내력, 통전검사를, 그리고 표의

우측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1개마다 기술기준에서 정해진 시험방법

혹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 단 과전류 트립 특성과 누전 트립특성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

방법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방법을 적용할 것

특정 전기용품 검사항목

배선용 차단기 과전류 트립 특성

누전 차단기
동작시간의 종류가 고속형인 것 과전류 트립 특성 및 누전 트립 특성

기타 과전류 트립 특성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동작특성

별표 제1, 제6호에서부터 제 10호 까지 열거한

기계기구로서 온도 과상승 방지 장치로 사용되

는 온도에 따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를 가진것

온도 과상승 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온도에 따

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의 동작 특성

- 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특정전기용품의 재료, 부품, 반제품 또는 완성품에서 추출한 시료에 대해 실시

하는 검사는 그 특정 전기용품의 주요 재료, 부품, 설계, 제조방법 또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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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및 그 특 정 전기용품의 재료, 부품, 반제품 또는

완성품을 기술하는데 적합하게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기술기준

에서 정하는 그 시료에 관련한 검사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을 적용한다.

: 재료 또는 부품에 관련한 검사는 재료 또는 부품 구입 시 실시하는 수납검사

에서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ㅇ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실시하는 검사

-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전선관류 및 부속품 그리고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 퓨즈, 백열전구, 형광등

및 장식용 전등기구에 대해서는 외관에 대해, 벨트컨베이어와 이발용 의자에

대해서는 외관 및 절연 내력 검사를, 기타 령 별표 제 2에 열거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외관, 절연내력 및 통전 검사를 각 각의 제품에 대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사의 방법을 적용한다.

(나) 검사기록의 내용

- 전기용품의 품명과 형식구분 그리고 구조, 재료 및 성능의 개요

- 검사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검사 실시자

- 검사한 전기용품의 수량

- 검사방법

- 검사결과

(다) 검사 기록 보존 기간

- 검사 일로부터 3년간

(2) 적합성 검사방식

(가) 기술기준에 관한 검사

-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나) 검사설비에 관한 검사

-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검사설비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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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구분 검사설비 기술 기준

휴대 발전기

치수측정기
마이크로미터, 버니아캘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
로 지름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절연저항
시험설비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절연내력
시험설비

(1)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전압계(정밀도 1,5급 이상인 것) 또는 이
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2차 전압이 전류제한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으로 쉽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온도시험설비
전압조정기, 전압계(정밀도 0.5급 이상인 것, 전류계(정밀도 0.5급
이상인 것)그리고 열전대온도계를 갖추고 있을 것

특성시험설비
전압조정기, 전압계(정밀도 0.5급 이상인 것) 그리고 전력계(정밀도
0.5급 이상인 것)를 갖추고 있을 것

6. 표시방법

가. 전기용품 안전법 마크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

기록 (적합성 검사 증명서)을 작성. 보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 조 관계)

: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 조 관계)

: 전선,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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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용품안전법의 구체적인 표시 예

전기용품 안전법에서 전기정격의 표시의무는 기술기준에 정해져 있음

전기용품취췌법 전기용품안전법

갑종전기용품 특정전기용품

T ○○-○○○○○

○○○○○주식회사

○○○V

○○○Hz

○○○W

PSE ○○○○○주식회사

○○○V

○○○Hz

○○○W

을종전기용품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주식회사

○○○V

○○○Hz

○○○W

PSE ○○○○○주식회사

○○○V

○○○Hz

○○○W

다. 전기용품 표시방법 (제17조 관계)

전기용품 표 시 방 법

전류제한기 표면에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소형단상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기계기구에 조

립되는 소형 단상변압기는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

자명(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

략할 수 있다.

소형교류전동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전열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전동력 및 응용

기계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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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표 시 방 법

광원 및

광원응용

기계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기계기구에 조립

되는 소형 단상변압기는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자명

(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전자응용

기계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휴대발전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배선기구

1. 불소수지 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선 표면에 1m 이하마다(600A 절연

전선, 고무 코드 기타의 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전선 피복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특정 전기

용품에 대해서는 1권마다 검사기관 이름 또는 명칭(이하 <검사기관> 이라고

한다.>을 짐표에 표시할 때는 검사 기관명을 생략할 수 있다.

2. 불소수지 절연전선에 대해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1권마다 짐표에

표시할 것

3. 오직 브레허브 주택 등의 구성재 패널 등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전기온상선
발열체와 인증선과의 접지부 또는 여기에 근접하는 부분의 절연 피복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할 것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그리고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

1. 합성수지제 가요관, CD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이 외의 것은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합성수지제 가요관, CD관 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관 표면에 표시하기

쉬운 것 및 1종 금속제 유연 전선관은 관 표면에 1m 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3. 합성수지제 가요관, CD관 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관 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것 선단에서 50m 이내에 라벨 등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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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표 시 방 법

휴우즈

1. 온도퓨즈는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으로 신고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이하 <신고사업자명> 이라고

한다.)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2. 고리퓨즈는 표면에, 관형퓨즈는 관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3. 포장퓨즈(관형 퓨즈는 제외한다) 는 표면에 쉽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전기기기용 퓨즈는 포장 또는 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자명(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 할 수 있다.

7. PSE 인증을 취득한 품목 (최근 3년간 중소기업대상)

AC/DC Adaptor 비닐코드

Adaptor 아답터

CATV CONVERTER 외장형미디어플레이어

DF260S, DF280S 원격제어 스위치 2구

Massager 원격제어 콘센트

PVC Cord(VCTF) 음용수 자동판매기

PVC Cord(VCTFK) 전기냉온수기

Video Door Phone 전기코드릴

냉온수기 종합미용기

라미네이터 주방용 후드

모발말개 직류전원장치

무전극 형광램프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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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SE 인증서 (J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