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on Invalid KC Certification 
KC 인증 무효 공고 

As you may know, over a thousand of products’ KC certification, from over 300 
companies including some global top 100 companies, are cancelled by RRA (Korea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due to fabricated KC reports by an ever well-known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which is a subsidiary of a certified test laboratory located 
in America.

한국전파연구원은 미국에 소재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회사인 유명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시험성적서 위
조에 따라 글로벌 100대 기업을 포함한 300여개의 기업에 대하여 수천 개 이상의 KC 인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Unfortunately, some of Espressif products’ KC certification are also cancelled due to 
this event. Espressif has never been aware of the fabrication before we heard news 
come from other certification labs and RRA. We reduced to be a victim of the fraud.

안타깝게도 Espressif 의 일부 제품 역시 본 사건으로 인하여 KC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Espressif 는 다른 시험기관과 RRA 로부터 해당 소식을 듣기 전에는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인지하
지 못하였으며, 저희 역시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해 큰 상심과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Please rest assure, these products have been retested by BWS TECH, an authorized 
Korea  certification  Laboratory. They passed all the  KC  tests and are compliant 
to KC  standards and technical requirements, as well as FCC, CE, etc.  There are no 
worries about the harm of electromagnetic wave on human body or electromagnetic 
wave interference.

다행히도, 해당 제품들은 한국의 지정시험기관인 BWS TECH 의 재시험을 거쳤으며, KC 시험을 통
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FCC, CE 를 포함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검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
들은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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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sorry for any inconveniences this may cause. Espressif remains committed to 
providing our customers with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 For any questions or 
inquires, don’t hesitate to contact us by sending email to .

본 사건으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Espressif 는 저희의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으로 언
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As follows are invalid KC certifications and affected products.

- 아   래 –


1. MSIP-CRM-es5-ESP-WROOM-02 (ESP-WROOM-02)

2. MSIP-CRM-es5-ESP-WROOM-32 (ESP-WROOM-32, ESP32-WROOM-32)

3. R-CRM-es5-ESP32WROOM32U (ESP32-WROOM-32U)

4. R-CRM-es5-ESPWROOM32D (ESP-WROOM-32D, ESP32-WROOM-32D)

5. R-CRM-es5-ESP-WROOM-02U (ESP-WROOM-02U)

6. R-CRM-es5-ESP32SOLO1 (ESP32-SOLO-1)

7. R-CRM-es5-ESP32WROVERB (ESP32-WROVER-B, ESP32-WROVE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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