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I의 UKCA 마크 서비스 안내 

영국 신규 제품 적합성 인증 마크



조직별 UKCA 마크가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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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CA(UK Conformity Assessed, 영국 제품 적합성 평가) 마크는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시장에 출시되는 공산품에 적
용될 새로운 영국 시장용 제품 마크입니다. 이전에 CE 마크를 필요로 한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영국 정부가 인정한 

‘승인 기관’(Approved body)으로 부터 UKCA 마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CE 마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2022년 1월1일 이후에는 영국 내에서 UKCA 마크 만이 허용되고 CE 마크는 인정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미리 준비하시어 시장 대응을 하십시오. 

BSI는 UKCA 마크 서비스를 위한 승인 기관(Approved Body – AB 0086)이 될 예정으로, 필요한 적합성 인증에 대해 지금 바로 귀
사를 지원 가능합니다.

UKCA 마크 소개

UKCA 마크는 귀 조직이 제품을 어느 시장에 진출하는 지, 앞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따라 다른 요구사항이 적용 
됩니다. 현재 본 브로셔에 작성되는 시점(2020년11월 기준) 에서의 UKCA와 CE마크에 대한 기술적 관점 요구사항은 당분간 동일
합니다. 

BSI의 CE 마크 기존 고객인 경우 BSI의 기존 고객이 아닌 경우 

귀 조직이 이미 BSI로부터 CE 마크 서비스를 받고 있으시다면, UKCA 마크 시행
에 대해서도 BSI와 함께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 제품의 CE 마크 인증을 0086 (BSI 영국)에서 받았다면, 바로 신규 

UKCA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UKCA 마크 부착을 위해 별도의 

UKCA 인증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BSI는 이를 위한 어
떠한 추가 시험 보고서나 별도 심사 방문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제품에 UKCA 마크를 부착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이 2797(BSI 네덜란드)인 경우는:

• 영국 및 EU27 국가 모두에서 제품 판매를 하려면 UKCA 인증서가 추가로필
요 (UKCA 인증에 대한 견적은 BSI에 문의)

• 영국이 아닌 EU27 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CE 마크 인증서(2797)를 그
대로 유지 필요

• BSI는 BSI 네덜란드(NB 2797)을 통해 EU27 시장 접근을 위한 CE 마크 솔루
션도 지속 제공할 예정

현재 CE 마크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발급 기관이 

UKCA 인증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BSI에 지금 바로 

문의 하십시오. 

BSI Korea에서는 영국 승인 기관인 BSI UK를 통해 

UKCA 마크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며, BSI 네덜란드를 

통해 CE마크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특히, 건설 제품, 가스 용품 등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테스트를 통해 UKCA 마크와 CE 마크 인증서

를 동시 발급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BSI에 문의 주십시

오. 

또한, 귀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호주 등 글로벌 시

장에 대한 제품 적합성 인증 서비스도 같이 제공받

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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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승인된 기관(Approved body)으로서, BSI는 다음 제품에 대한 UKCA 마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건설 제품 (Construction products)
• 개인보호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가스 용품 (Gas appliances)
• 보일러 (Boilers)
• 압력 용기 (Pressure equipment)

• 엘리베이터/리프트 (Lifts)
• 해양 장비 (Marine equipment)
• 측정 장비 (Measuring instruments)
• 무선 장비 (Radio equipment)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UKCA 마크가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국 정부의 공식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from-1-january-2021#when-to-use-the-ukca-marking

CE 마크는 2021년 12월 말까지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2022년 1월부터는 영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에 CE 마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기의 타임라인을 참조하십시오. 

BSI가 제공하는 UKCA 마크 서비스

저전압 지침(LVD)과 전기자기적합성(EMC)과 같은 지침은 UKCA 기준에서도 자체 선언으로 유지됩니다. 단, BSI는 자가 선언 해당 
제품 중, 여전히 영국 법을 준수한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의 별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문의 주십시오.

영국 내 UKCA 마크 도입에 대한 타임라인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UKCA 마크 효력 발생

2021년에는
CE 또는 UKCA 마크
(혹은 두 마크 모두)가 인정됨

2022년부터는 영국내 
UKCA 마크만 시장내 
허용 됨

2022년부터 CE 마크는 

더 이상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음

참고: 해당 타임라인에는 해양 장비, 의료기기 또는 IVD에 대한 일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조치를 취하시어 영국 시장 진출을 유지 및 고객을 안심시키며, 규정을 지속 준수하십시오.

• 현재 귀사가 인증 기관 승인을 통해 하나 이상의 "CE 마크"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영국에 공급하는 경우

• 현재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승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귀 제품의 영국 시장의 판매 비중이 큰 경우

참고: CE 마크는 EU27 개국에서 시판되는 제품에 대해 계속 인정될 예정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from-1-january-2021#when-to-use-the-ukca-marking


BSI의 CE 마킹 서비스 

BSI는 EU27 시장 접근을 위한 CE 마크 서비스를 BSI 네덜란드 인증 기관(2977)을 통해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CE 마크 서
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건설 제품 규정(CPR)(EU) 305/2011
• 개인 보호 장비(PPER)(EU) 2016/425
• 가스 용품 규정(GAR)(EU) 2016/426
• 압력 용기 지침(PED) 2014/68/EU
• 의료 기기(MDR/IVDR)*

BSI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여, 귀사가 다양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의료기기 및 IVD에 대한 CE 마크 서비스는 BSI Regulatory Services를 통해 제공 되오니 별도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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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는 CE 마크 및 
UKCA 마크를 위한 
신뢰할 수있는
파트너입니다.



BSI가 글로벌 시장 진출 솔루션 파트너인 이유 

BSI는 고객과 단기적 협업하는 기관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신뢰를 기반한 파트너십
을 구축하기 위해 귀사와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BSI는 최신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규정에 대한 실제 준수가 필요한 경우 더욱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BSI는 전 세계에 83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는 귀사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표준 제정 팀은 표준 및 시장 접근 요구사
항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성공적으로 파악하여 귀 조직의 

비즈니스를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BSI는 영국 국가표준기구로서 여러 EU 규정/지침에 대한 인증 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UKCA 승
인 기관으로서 브렉시트 이후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귀사의 제품 인증을 유지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EU와 영국, 양쪽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UKCA 마크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문의하기
전화 +82 (0)2 777 4123
이메일: bsikorea@bsigroup.com 

UKCA 및 기타 시장 액세스 솔루션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bsi blog 
혹은 공식 웹페이지 bsigroup.com/ko-kr을 방문하십시오.  

BSI를 통한 탄력성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진출

BSI의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전문가와 전문 지식을 통해 전 세계 제조업체, 수출업체 
및 유통업체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들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http://ukca-ukenquiries@bsigroup.com
https://www.linkedin.com/company/bsi
bsigroup.com/ko-kr
http://bsiblog.co.kr/
jungs
줄 긋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