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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62억 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2,654억 달러(US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성장 전망치는 무선 기술, 스마트 전자제품,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일관되게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같이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 인증 기관은 잠재적인 안전성 및 
성능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력 및 연결 기술로 구성된 웨어러블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이 UL의 백서에서는 웨어러블 기술에 적용된 배터리 및 최종 제품 설계에 대한 시험 및 평가 고려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웨어러블의 
간략한 역사 및 떠오르는 시장의 트렌드부터 시작하여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 새롭게 부상한 전력 공급 방식과 현재 기술에 비해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제공하는 이점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웨어러블 기술에 적용된 배터리에 대한 잠재적인 안전성 및 성능 관련 고려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최신 규정 및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하면서 제품 안전성 인증을 신청하는 데 유용한 구체적인 설계 평가 및 
시험 기준을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된 배터리 및 최종 제품 설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추가 권장 사항으로 백서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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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발전에 따른 제품 혁신 가속화

스마트워치와 머리에 착용하는 웨어러블부터 건강 및 피트니스 스마트밴드 및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 마스크와 방호복까지, 웨어러블 
기술은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고 빠르게 포착하고 공유하며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웨어러블의 확산은 
IoE(Internet of Everything)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여 웨어러블의 잠재적인 장기 유용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광범위하게 수용하게 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지만,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착용하기에 충분히 작고 편안한 휴대용 기기에 첨단 컴퓨팅 기술을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초기 웨어러블 기술 시제품 중에는 안경 다리에 내장된 LCD 
패널에서 이미지를 반사하도록 설계된 안경(1997년), 착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센서 내장 재킷(1999년), 휴대용 원격 의료 손목 모니터
(2002년) 등이 있었습니다.

시제품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 및 의복 제품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주요 기술적 과제와 
사용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는 중요 부품 소형화, 무선 통신 기술 통합, 더 작고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등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브랜드들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무선 연결 프로토콜, 터치 스크린,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내구성 있는 센서와 신체 모니터 등 많은 첨단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 세대의 웨어러블 기기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이러한 기술 및 다른 기술 개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 상황의 변화 외에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웨어러블 수용의 
가속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수용을 이끄는 여러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제일주의	—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 및 피트니스 웨어러블과 커넥티드 의료 기기가 단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Rock Health의 
“2020년 디지털 건강 소비자 수용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및 피트니스 웨어러블을 사용하는 소비자 수는 2015년 13%에서 2020
년에는 43%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만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체온부터 ECG(심전도), 혈압 및 혈당 측정, 산소 포화도, 움직임 및 
수면의 질까지 소비자들은 중요한 건강 모니터링 및 의료 데이터를 즉시 제공하는 웨어러블 및 커넥티드 의료 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	 소형화로 새로운 폼 팩터 지원	— 기술 수명 주기 곡선에 따라 웨어러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작아지고 저렴해질 것입니다. 전력 및 
처리 기술의 혁신 덕분에 부품이 점점 더 소형화되어 신발, 의복, 안경 및 일상 착용품에 잘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술 부품의 
소형화는 폼 팩터의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	 5G의 확산	—	5G 네트워크의 이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더 빠른 데이터 전송, 많은 기기와의 연결, 웨어러블이 초 단위로 생성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지원됩니다. 또한, 5G는 HMD(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 안경과 같이 정교한 
증강 현실/가상 현실 경험 제공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기술 진보 및 공학적 업적이 결합되어 최신 웨어러블 기술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웨어러블 기기는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가치가 있으며, 이는 혁신의 속도에 맞춰 진보해야 합니다.

2019–2022년 전 세계 웨어러블 기기의 유형별 최종 사용자 소비 금액	(미화 백만 달러 기준)

출처: Gartner, “Forecast Analysis: Wearable Electronic Devices, Worldwide”, Gartner, 2021년 1월 12일

2019 2022
스마트워치 18,501 31,337
이어웨어 14,583 44,160
HMD(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2,777 4,573
스마트 의복 1,333 2,160
스마트 패치 3,900 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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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대의 웨어러블을 위한 배터리 용량 증대

웨어러블 기술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기술적 과제는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작고 효율이 높으며 안전한 배터리 시스템의 
필요성일 것입니다. 현 세대의 웨어러블 기술은 초기 시제품 기기에 사용된 부피가 큰 배터리 팩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는 리튬이온
(li-ion) 배터리 개발의 혜택을 크게 받았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밀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피 대비 중량 비율이 낮으며, 
상용화 규모가 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미래 세대의 웨어러블 기기 및 의복 제품에 필요한 전력, 성능, 안전성 사양을 충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에너지 밀도의 증가가 다른 모바일 기술에서 보이는 성능 개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여 킬로그램당 140~210와트시의 최대 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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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폼 팩터 및 구조는 향후 웨어러블 기술의 사용에 추가적인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을 제공하고 배터리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더 작고 가벼운 배터리에 대한 혁신은 기술 진보의 문을 열 것입니다. 더 작은 형태로 전력과 에너지 밀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대한 극복 불가능한 과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 기술의 새로운 발전이 이미 미래 세대의 웨어러블 기기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요 분야의 과학적, 공학적 발전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작고 강력하며 사용하기에 안전한 웨어러블 기술을 위한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기술의 최근 발전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성능 배터리 화학 물질	— 실리콘 파우더를 사용하는 업그레이드된 배터리 기술은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리튬이온 원자를 

패킹하여 보다 향상된 배터리 효율성과 전력 밀도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화학 물질은 더 작은 형태에 더 많은 파우더를 패킹할 
수 있어 성능이 더 높고 가벼운 웨어러블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연 폴리머, 알루미늄 및 리튬 CFx(카본 불화물)와 같은 다른 
화학 물질 조합도 개발 중입니다.

•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 차세대 전력 옵션으로 고려되는 새로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통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부 설계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사용한 실리콘 웨이퍼에서 제작되어 더 작고 컴팩트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더욱 유연한 패키징	— 새로운 배터리 화학 물질은 단단한 보호용 패키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연한 소재에 쉽게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 의복 및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에 특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	 높은 에너지 밀도	— 최소 전력 요건이 있는 웨어러블 기술의 경우 리튬 카본 불화물(Li-CFx)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고 
에너지 밀도 배터리가 개발 중이며 전체 예상 수명 기간 동안 충전 없이 웨어러블 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선 충전	— 이러한 발전 외에도 변환기를 사용하여 웨어러블 기기가 주변의 에너지를 직접 수집하고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무선 충전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기장을 통해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무선 충전은 최근 등장한 또 
다른 무선 충전의 혁신입니다.

•	 압전 에너지 수집 기술	— 떠오르는 자체 전원 공급 기술은 기기가 작업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수집하여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땀, 체온, 움직임 또는 호흡과 같은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는 에너지 수집 기술은 
웨어러블 산업의 형세와 잠재적인 확장 가능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관련 고려 사항

배터리 기술의 기술적 발전은 무선 기술의 유용성과 편의성 확장에 대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공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된 배터리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 및 다른 전력 공급원과 동일한 여러 안전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술을 위한 모든 유형의 배터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안전상의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발	— 리튬이온 배터리는 특정한 조건에서 과열되어 폭발하거나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가 
본질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향후 웨어러블 기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착용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재	— 폭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배터리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방출하여 전지 내부, 또는 
플라스틱 외장, 전기 회로 기판, 패브릭 및 웨어러블 최종 제품의 일부인 기타 가연성 물질과 같은 소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을림	— 전원이 공급되는 많은 기기의 온도는 정상적인 사용 중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터리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소형 폼 팩터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기타 모듈이 통합되며, 이는 작동 시 온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신체 접촉을 위해 설계된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	 화학적 반응	— 배터리 구조에 사용되는 금속, 합성 섬유 및 기타 소재에 장시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진 또는 기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배터리의 전해질에는 부식되거나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리튬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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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 권장되는 제품 안전성 표준

전 세계 규제 요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한 다양한 규정 준수 시험을 실행하여 사용자에 대한 잠재적인 안전성 위험을 
파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최종 제품에는 특정 안전성 표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관할 구역마다 다르며, 기술의 유형 및 
예상 사용 사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표준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IEC/UL 62368-1, 오디오/비디오, 정보 및 통신 기술 장비에 대한 표준 — 파트 1: 안전성 요건(이전의 IEC/UL 60950-1, 정보 기술 
장비에 대한 표준 — 안전성 — 파트 1: 일반 요건 또는 IEC/UL 60065,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 장치에 대한 표준 — 안전성 요건)

• UL 8400, 가상 현실, 증강 현실 및 혼합 현실 기술 장비에 대한 표준
• UL 8139, 전자담배 및 베이핑 기기의 전기 시스템에 대한 표준 
• UL 2056,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조사 개요
• UL 2054, 가정용 및 상업용 배터리에 대한 표준
• UL 1642, 리튬 배터리에 대한 표준
• IEC/UL 62133-2,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표준 — 휴대용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형 밀폐 이차 전지 및 해당 전지로 구성된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요건 — 파트 2: 리튬 시스템

위의 표준은 다양한 구성, 설계, 라벨링, 마킹, 소재 및 시험 요건을 다룹니다. 제품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 안전성 표준에서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 안전성에서 가장 익숙한 측면은 시험이지만,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및 웨어러블 최종 제품 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적 시험:
• 외부 합선 시험 — 양극 및 음극 단자 사이를 직접 연결하여 배터리가 폭발, 화재 또는 감전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 전류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비정상적인 충전 또는 과열 시험 — 과충전 전류 속도 및 충전 시간을 적용하여 제품 또는 부품이 폭발, 감전 또는 화재를 일으키지 

않고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방전 또는 강제 방전 시험 — 특정 방전 한계를 초과한 방전을 계속해 시험하거나 배터리 팩 내에 균일하지 않게 충전된 전지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기 충격	— 전력을 공급받는 모든 기기는 마모되거나 결함이 있는 회로 
또는 우발적으로 노출된 부품으로 인해 특히 충전 중에 전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또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가까이 두도록 설계된 
기기의 경우, 전기 충격의 심각성이 높아집니다.

•	 전자기 에너지 노출	— 적은 양의 전자기 에너지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적 요인	— 날카로운 모서리와 가장자리, 기기 덮개 및 스트랩과 같이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기계적 설계 요인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피부 자극이 유발되거나 장시간 사용 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위험한 환경	—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에 의존하는 웨어러블 기술은 
잠재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착용하거나 작동하는 경우 특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https://62368-ul-solutions.com/
https://www.shopulstandards.com/ProductDetail.aspx?productId=UL8400_1_C_20210326
https://www.shopulstandards.com/ProductDetail.aspx?UniqueKey=34266 
https://standardscatalog.ul.com/ProductDetail.aspx?productId=UL2056 
https://standardscatalog.ul.com/ProductDetail.aspx?productId=UL2054
https://standardscatalog.ul.com/ProductDetail.aspx?productId=UL1642
https://www.shopulstandards.com/ProductDetail.aspx?UniqueKey=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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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시험:
• 충돌 시험 — 두 개의 평판으로 특정한 충돌력을 가할 때 제품 또는 부품이 이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타격 시험 — 원통형 강철봉으로 특정한 타격을 가할 때 제품 또는 부품이 이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충격 시험 — 지정된 시험 기간 동안 특정한 평균 및 최고 가속을 적용하도록 보정된 시험 기계에 제품 또는 부품을 고정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 자유 낙하 시험 — 단단한 표면에 제품 또는 부품을 지정된 횟수만큼 낙하시킵니다. 각 낙하 시마다 샘플의 손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 진동 시험 — 각 샘플에 지정된 진폭과 다양한 주파수 및 시간으로 단순한 조화 운동을 적용합니다.

환경적 시험:
• 열 시험 —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한 온도로 높였을 때 제품 또는 부품이 이를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온도 순환 시험 — 지정된 주기 동안 각 샘플에 상온보다 높고 낮은 수준의 특정한 온도 이탈을 적용합니다.
• 저압(고도) 시험 — 배터리가 갑자기 기압이 내려가는 항공기 객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준 기압 미만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추가적인 특수 시험:
이러한 일반적인 시험 외에도 배터리 및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특정한 안전성 표준 및 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추가적인 특수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수 시험은 웨어러블 기기가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사용 분야 및/또는 작동 조건을 다룹니다.

• EMC(전자 환경 적합성) — 에너지원에 상관없이 전자기기는 다른 전자기기와의 의도되지 않은 전자 방해를 생성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 방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웨어러블 기기 및 의복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으로 인해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방출 및 내성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 SAR(전자파 흡수율) — 무선 기술이 통합된 웨어러블 기기는 가장 극단적인 사용 조건에서 사람의 머리 또는 신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기가 생성하는 전자기 방사선의 양을 판단하는 SAR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화학 물질 함량 및 생체적합성 — 배터리와 웨어러블 기기의 외관에 사용된 부품 및 소재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유해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 함량 평가에서는 이러한 소재에 함유된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준을 
확인합니다.

• 5G 규정 준수 시험 — 웨어러블 제조업체들은 5G의 잠재력을 활용해 높은 속도와 낮은 대기 시간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5G 규정 준수 시험은 6GHz 이하 및 밀리미터파(mm파)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기기의 안전성, 연결성 및 성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IoT에 대한 상호 운용성 솔루션 — IoE 생태계에서 시스템 및 기기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출시 후 발생하는 제품 연결성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 검사를 수행하면 제품이 기타 모든 관련 기기에서 기대한 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적절한 표준 및 기술 플랫폼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oT 기기 보안 — 웨어러블 및 일부 IoT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사이버 보안 시험은 
커넥티드 기기의 위험성 및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UL 마케팅 메시지 검증 —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 메시지는 브랜드 신뢰도 저하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사 검증을 통해 
마케팅 메시지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으며, 제품이 광고대로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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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최소화를 위한 전략 구축

위의 표준 및 시험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위험 평가 접근법을 사용하여 해당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된 안전성 위험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시험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는 응용 분야 특정 요건 또는 
관할 지역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기기 및 의복 제품 제조업체는 웨어러블이 아닌 
이와 동등한 기기 및 제품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해당 웨어러블 기기 또는 의복 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끝없는 일련의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하면 전반적인 지출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시장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성 및 성능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프로세스에는 최소한 다음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많은 웨어러블 기기가 환자 모니터링, 치료 또는 진단을 처리하기 때문에 웰니스 또는 의료 응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진출하고 규제상 승인을 받으려면 의료 기기에 대한 관련 제품 
안전성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규제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인증을 제공하는 특정 최종 
제품 표준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NSI/AAMI ES 60601-1:2005+A1:2012 — 의료 전기 장비 — 파트 1: 기본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건

• IEC 60601-1-6 3.1판 — 의료 전기 장비 — 파트 1-6: 기본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건 
— 부수적 표준: 사용성

• ANSI/AAMI HA 60601-1-11 3.1판 — 의료 전기 장비 — 파트 1-11: 기본 안전성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건 — 부수적 표준: 가정용 건강관리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 전기 장비 및 의료 
전기 시스템에 대한 요건

• 기기의 성능에 따라 특히 ECG, 산소 포화도, 체온 등 성능 및 기술에 초점을 둔 여러 파트 2 
표준이 적용됩니다.

2단계:
규제 환경 이해

3단계:
시장 요건 및 고객의 기대 고려

4단계:
전문가 조언 및 충고 구하기

1단계:
위험 평가

• 전력원과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 위험성 및 유해성 평가

• 위험성 및 유해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변경 사항 파악

•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안전성 
평가 및 시험 기준 확인

• 각 지리적 위치별 타겟 시장 
및 관련 규정 확인

• 기본 요건 조사 및 요약
• 규제 요건에 따라 평가, 시험 

및/또는 인증 계획 정리

•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요건 또는 조치 확인

• 제품 관련 메시지를 
검증하거나 제품 수용도를 
향상하거나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평가, 시험 및/또는 인증 
정리

• 순조로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독립된 ISO 
17065 공인 인증 기관 파악

• 장기적인 절감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평가, 시험 및 
인증 전략에 대한 윤곽 잡기

• 국제 요건에 대해 질문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와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이러한 제품의 일관성과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데 시험과 인증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ww.ul.com/industries/technology-and-
electronics/consumer-electronics	및	www.ul.com/services/battery-safety-testing을 방문해 확인하십시오.	UL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www.ul.com/contact-us를 방문하거나	batteries@u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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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의 미래를 향한 준비

지속적인 배터리 및 웨어러블 기술 개발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첨단 배터리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안전 위험성 및 유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해 철저한 위험 평가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구축하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UL은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 웨어러블 기기 시험 및 인증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L의 직원들은 
주요 목표 시장의 규제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UL은 5G, Bluetooth®, EMC, 에너지 효율, 상호 
운영성, 제품 성능 및 신뢰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www.ul.com/industries/technology-and-electronics/consumer-electronics
http://www.ul.com/industries/technology-and-electronics/consumer-electronics
http://www.ul.com/services/battery-safety-testing
http://www.ul.com/contact-us
mailto:batteries%40ul.com?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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