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항목별 수수료 및 시험소요기간 
 

● 무선기기 시험소요기간 및 수수료                                                             (단위 : 원) 

대상기기 시험소요기간 수수료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3일 1,3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3일 1,300,000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3일 1,82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3일 1,5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3일 1,500,000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3일 2,100,000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3일 1,300,000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3일 1,300,000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3일 1,82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3일 1,5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3일 1,500,000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3일 2,100,000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3일 1,5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일 1,2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일 1,1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일 1,1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3일 1,1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3일 1,50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GHz) 3일 1,50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GHz) 3일 1,500,000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3일 1,500,000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3일 1,100,000 

해양경비 안전망용 무선설비 3일 1,5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5일 1,5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5일 1,500,00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5일 2,100,00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5일 2,500,000 

해난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5일 1,300,000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5일 1,5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GHz 대역)(이동국) 5일 2,5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GHz 대역)(기지국) 5일 2,5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GHz 대역)(이동국) 5일 2,5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GHz 대역)(기지국) 5일 2,500,00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GHz 대역)(중계장치) 5일 2,500,000 

 

1. 시험소요기간 및 기본 수수료는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이며, 추가 대역 및 모드의 시험 조건에 따라 시

험소요기간 및 기본 수수료는 변동됨. 



2. 시험 소요기간은 기본 1개 시험모드 시험 시 평균 소요기간임.

(셋업시간/시험대기시간 미포함) 

● 전자파흡수율 시험소요기간 및 수수료  (단위 : 원) 

대상기기 구분 시험소요기간 수수료 

두부 전자파흡수율 측정 

기본 수수료 1일 3,000,000 

추가 대역 1일 4,000,000 

각 대역별 추가모드 1일 3,000,000 

몸통 전자파흡수율 측정 

기본 수수료 1일 3,000,000 

추가 대역 1일 3,000,000 

각 대역별 추가모드 1일 3,000,000 

1. 시험소요기간 및 기본 수수료는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이며, 추가 대역 및 모드의 시험 조건에 따라 시

험소요기간 및 기본 수수료는 변동됨. 

2. 기자재의 주파수 대역/모드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0 ㎽ 초과하는 경우에 전자파흡수율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

본소요기간에 안테나공급전력이 20 ㎽ 초과하는 대역 또는 표준지침 및 고객요청에 따라 추가되는 모드에 추

가 소요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함.

4. 두부, 몸통 전자파흡수율 측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몸통은 추가 모드로 시험수수료 및 시험소요기간을

산정함. 

5. 무선방식(WLAN + WCDMA + LTE 등)이 여러 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 시험수

수료에 부가하여 추가시험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함. 

● 전자파강도 시험소요기간 및 수수료  (단위 : 원) 

대상기기 시험소요기간 수수료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GHz 대역) 30일 6,000,000 

1. 시험소요기간 및 기본 수수료는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이며, 추가 대역 및 모드의 시험 조건에 따라 시

험소요기간 및 시험 수수료는 변동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