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접수번호 2019-0010579 접수일자 2019-09-05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477-88-01018

대표자 김연철 전자우편 js2002.kang@hanwha.com

주소
(1348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19번길 6(삼평동)

전화번호

팩스번호

070-7147-8361

031-8018-3717

제조업자

회사명(국가)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외3곳 (한국) 사업자등록번호 4778801018

대표자 김연철 전자우편 js2002.kang@hanwha.com

주소
1348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19번길 6 (삼평동)

전화번호

팩스번호

070-7147-8361

031-8018-3717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제조자명 한화테크윈 주식회사 외3곳 제품명 영상기록계

기본모델명 HRX-821 정격 AC 100-240V ~ 50/60 Hz, 130W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사용)
적용안전기준

KC6006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신고합니다.

2019년 09월 05일

신고인 김연철 (서명 또는 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

별첨서류 별지 제17호 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함)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결재 → 확인증명서 작성 → 확인증명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관리원)

처리기관

(관리원)

처리기관

(관리원)

발급번호KIPS-2019-N000154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9월 09일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 별지

별지사용 사유 추가공장별지

별지내용

[추가공장별지] 다수 공장의 명(Name): 디-테크 주식회사, 주소(Address):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73-25 (고색동), 

제조국명(Origin): 한국,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umber): 124-86-03840,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ve): 

이재현, 전자우편(E-mail): 3khcsjwbmj@dtechgroup.co.kr, 팩스번호(Fax No.): 031-240-6729, 전화번호(Telephone No.): 

070-4304-2300 / 다수 공장의 명(Name): HANWHA TECHWIN (TIANJIN) CO., LTD., 주소(Address): No.11 Weiliu Rd, 

Micro-Electronic Industrial Park, TEDA, Tianjin, 300385 People's Republic of China, 제조국명(Origin): 중국,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umber): 609-81-02992,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ve): CHUN DOOHWAN, 

전자우편(E-mail): c.lilu@hanwha.com, 팩스번호(Fax No.): +86-22-23887788-8892, 전화번호(Telephone No.): +86-22-

23887788-8816 / 다수 공장의 명(Name): HANWHA TECHWIN SECURITY VIETNAM COMPANY LIMITED, 주소(Address): 

Lot O-2, Que Vo Industrial Zone extended area, Nam Son commune, Bac Ninh city, Bac Ninh province, Vietnam, 

제조국명(Origin): 베트남,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umber): Tax Code: 2300976269, 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Chun Doo Hwan, 전자우편(E-mail): gd007.lee@hanwha.com, jw04.park@hanwha.com, 팩스번호(Fax 

No.): -, 전화번호(Telephone No.): (84) 0968-922-408, 0968-922-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