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ZPMV2 의미 : 

   PCB 카타고리로 어느 곳이나 UL마크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ZPMV3 의미 : 

   고객의 요청 시에 한해서만 UL마크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E213707 의미 : 

   UL 승인 번호입니다. 

 

Ⓒ TYPE 의미 :  

  UL 승인 항목에 분류입니다. 

 

Ⓓ Clad Cond Width에 Min in 의미: 

  Pattern은 최소 0.001㎜이상이어야만 UL 마크를 사용이 가능함을 뜻입니다. 

 

Ⓔ Clad Cond Width에 Min Edge in 의미: 

   최소 가장자리 Pattern이 제품 외곽에서 0.001㎜이내에 있는  

   제품은 UL 마크를 사용이 가능함을 뜻입니다. 

 

Ⓕ Thk MILS 의미: 

  UL 마크는 최소 동박 두께는 0.67㎛ 이상인 제품에 한에서만 UL마크를 사용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SS/DS 의미:  

  SS의 의미는 Pattern이 한쪽 면에만 있는 제품에 사용 가능을 의미함 

                DS의 의미는 Pattern이 양쪽 면에만 있는 제품에 사용 가능을 의미함 

 

Ⓗ Max Area Diam in 의미: 

  최대 GND에 원형을 그었을을  11..22㎜ 이내에 제품에만  UL 마크를 사용이 가능함을 뜻입니다 

 

Ⓘ Sold Lts C 의미: 

  고객이 제품을 사용시 Solder 온도가 260℃가 넘어가는 곳에서 당사 제품을 사용 시에는  

  TEST 조건을 벗어난 상항이므로 UL에서 제품 보증을 못 함을 의미합니다. 

 

Ⓙ Sold Lts Secs 의미:  

  고객이 당사 제품을 사용시 Solder 온도가 260℃에서 10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EST 조건을 벗어난 상항이므로 UL에서 제품 보증을 못 함을 의미합니다 

 



Ⓚ Max Oper Temp 의미: 

  당사의 제품을 105℃도 되는 곳에서는 TEST 조건을 벗어난 상항이므로 UL에서 

  제품 보증을 못 함을 의미합니다 

 

Ⓛ UL94 Flame Class 의미: 

  난연등급(PCB 216℃ 불꽃으로 15간격으로 태웠을 때 불이 꺼지는 시간을 측정)  

 

   5개 1조 의 기판 중에 1개가 이 요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5개1조를 시험한다. 

 이 별도 5개에 대한 Flaming시간의 합계는 94V-0는 51~55초, 94V-1는 251~255초,94V-2는 251~255초 

 이 제2조 의 갚나은 모두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94V-0 :  ▲Vertical 난연성 TEST의 최고 등급으로 불꽃을 댄 후 Flaming은 10초 이하.  

      ▲5개 1조의 가판에 10회 댄 후  Flaming은 합계 50초 이내. 

      ▲크램프까지 Flaming 또는 Glowing 이 없어야 한다. 

             ▲12“ 아래의 외과용 탈지면을 발화시키는 Flaming입자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 

             ▲2 번째의 불꽃을 제거하고 Glowing은 30초 이내 일 것.  

   94V-1 :  ▲Vertical 난연성 TEST의 94V-0보다 등급이 낮음 불꽃을 제거한 후 Flaming은 30초 이하 25초  

      ▲5개 1조의 가판에 10회 댄 후  Flaming은 합계 50초 이내.  

      ▲크램프까지 Flaming 또는 Glowing 이 없어야 한다. 

             ▲ 12“ 아래의 외과용 탈지면을 발화시키는 Flaming입자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 

             ▲ 2 번째의 불꽃을 제거하고 Glowing은 60초 이내 일 것.  

   94V-2 :  ▲ Vertical 난연성 TEST의 94V-1보다 등급이 낮음 불꽃을 제거한 후 Flaming은 30초 ( 94V-1과같음) 

      ▲ 5개 1조의 가판에 10회 댄 후  Flaming은 합계 250초 이내.  

      ▲ 크램프까지 Flaming 또는 Glowing 이 없어야 한다. 

             ▲ 12“ 아래의 외과용 탈지면을 발화시키는 Flaming입자를 떨어뜨리면 발화한다. 

             ▲ 2 번째의 불꽃을 제거하고 Glowing은 60초 이내 일 것.  

             ▲ HB의 수평시험에서 4“ 표시선까지 태우지 않는다.   

   94HB   :  Horizontal Burning Test으로 94v-0,94v-1,94v-2적합하지 않은 것 

             ▲ 3개 1조의 기판중에서 1개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3개1조가 모두 적합해야 한다. 

 

※ 시험 기판은 

            ◆ 길이: 5“(12.7㎜) 쪽 0.5”(1.27㎜)이고 



            ◆ 두께 최소와 최대의 것 및 그 중간 두께의 것. 

            ◆ 최대 두께는 0.5“(1.27㎜)로 한다. 

            ◆ 최소와 최대두께의 중간 두께에 대한 증가분은 0.125“(2.18㎜)을 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