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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

수신 시그니파이코리아 주식회사

(경유)

제목 행정처분 통지

1. 관련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및 제77조(청문)

나.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별표 23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22조(의견청취) 및 제26조(고지)

라. 사후관리과-1662(2022.8.2.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2. 귀 사는 적합등록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았으므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당사자

성명
(명칭 )

시그니파이코리아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0, 웨스트게이트타워 13층 (미근동 )

대상 기자재 R-R-P I K-W I Zmot e

행정처분 내용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취소

-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상세내용은 [붙임1]의 「이행계획 작성지침」을 참조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1]의 작성지침에 따

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법적 근거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3.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4. 아울러, 「전파법」 제58조의4에 의거하여 귀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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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동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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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임영채 오학태

협조자

시행 사후관리과-1918 (2022. 8. 26.) 접수

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전파시험인증센터 / http://www.rra.go.kr

전화번호 031-644-7474 팩스번호 031-644-7489 / jsh99210@msit.go.kr / 비공개(5,7)

생각은 창의적으로, 행정은 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