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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_ Greeting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KRAAC: Korea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Assessment Center)는 2006
년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진흥 및 해외인증지원을 위해 설
립되었으며, 한국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의해 인정된 국제공인시험
기관입니다.
우리센터는 국내 냉동공조산업과 함께 발전하겠다는 비젼
을 가지고 항상 신뢰와 정확성을 최우선의 핵심가치로 여
겨왔으며, 냉동공조기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련분야
표준화 연구를 선도하는 노력으로 냉동공조분야 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시장개척에 꼭 필요한 협력기관으로서 성장
해왔습니다.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연구능력
을 바탕으로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국내 냉동공조산업
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
립니다.
Established in 2006 to support manufacturers and consumers, Korea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Assessment Center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KRAAC is the only certification and testing organization
for the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HVAC-R) in Korea and has got good cooperation relationships with many famous international testing laboratories and certification bodies.
We believe advanced technologies and continued research activities will enable the center to be a new
landmark in the HVAC-R industry of Korea. Understanding this, the KRAAC will give top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echnologies and by training of specialists.
Someone said that there are groups of people with regards to the future. There are 'those who make it
happen', 'those who let it happen' and finally there are 'those who wonder what happened'. KRAAC choose
to remain in the first group, and should our best efforts to reinfor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HVACR industry.

우 정 태
Woo, Jung Tae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원장
KRAAC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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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_ KRAAC

KOLAS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
International Testing laboratory by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KS Q ISO/IEC 17025에 의거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 제 258호 국제공인
시험기관입니다.
KRAAC obtained accreditation as an International Accredited Testing Laboratory by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with following the general requirement of KS Q ISO/IEC 17025 and the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Guides.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비젼
KRAAC Vision

비 젼
Vision

핵심가치
Value

냉동공조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The Best Supporter For HVAC-R Industry

신 뢰
Reliability and Confidence

냉동공조기기의 가치 극대화
Maximization of HVAC-R’s Value

미 션
Mission

냉동공조분야 표준연구 선도
National standard initiative for HVAC-R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
Development with Reliability and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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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raac.or.kr

RA인증 _ Refrigeration & Air-conditioning Certification Program

RA 인증
Refrigeration & Air-conditioning Certification Program
•RA인증제도는 냉동공조기기의 성능을 평가(시험)하여 인증하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고유의 인증제도입니다.
•녹색 인증 기술수준에 맞춰 인증기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A인증 및 성능시험은 에어컨, 냉동냉장고, 멀티에어컨, GHP, 항온항습기, 팬코일유닛 등과 같은 냉동공조 부
품 및 시스템 등의 성능 수준을 시험평가하고 있습니다.
•The program assures manufactures that competitive ratings are based on standard test methods and procedures. Participation in the programs is voluntary and is open to any compan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etc.
•As one of its most important functions, evaluate and certify the quality and the performance of HVAC-R products(Air-conditioner, refrigerator, and so on forth).

RA인증 효과
RA Benefit
Facilitate technical development
기술개발 촉진

Pursue quality improvement for products
품질향상에 기여

Protect consumers from low-performance &
Enhance credibility for products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신뢰성 향상

문의·방문 신청 | Inquire

팩스 신청 | Fax

온라인 신청 | On-line

시험인증팀 : 031)8047-0360, 031)500-3820
Please contact one of our staff before you fulfill the application form.
Tel : 82-31-8047-0360, 82-31-500-3820
031-8047-0393 / 031)500-3825
82-31-8047-0393 / 82-31-500-3825

Homepage : http://www.kra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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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및 검사 _ Testing & Inspection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지정 시험기관
(EER) Energy Efficiency Ratio
Testing laboratory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
단 지정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인증시험기관입니다.
KRAAC is the testing laboratory for Energy Efficiency
Ratio designated by the MOTIE and the KEMCO.

지열 열펌프 유니트 인증시험기관
Ground Source Heat Pump
Testing laboratory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
단 지정 산업용 및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을 위한 물-물
과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 인증시험기관입니다.
KRAAC is the testing laboratory for GSHP(Ground
Source Heat Pump) designated by the MOTIE and the
KEMCO.

지중열전도도 인증시험기관
In-Situ Thermal Conductivity
Testing laboratory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
단 지정 지중열전도도(수직밀폐형, 개방형) 인증시험기관
입니다.
KRAAC is the testing laboratory for In-Situ Thermal Conductivity designated by the MOTIE and the KEMCO.

한전 심야전력기기 시험기관
KEPCO Midnight-electricity Equipment Testing laboratory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한국전력이 인정한 심야전력기
기 인증시험기관입니다.
KRAAC is the testing laboratory for Midnight-electricity
equipment designated by KEPCO(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KEMCO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PPS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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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시험기관
High Energy Efficiency Appliance
Testing laboratory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고효율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
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지정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시험기관입니다.
KRAAC is designated for certification of high energy efficiency appliance as the testing laboratory by KEMCO.

정부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Procurement Goods Appointment
Execution Inspection Body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조달청 지정 정부조달물품 전문
검사기관입니다.
KRAAC is the inspection body for Procurement Goods
Appointment Execution designated by the PPS.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해수열 히트펌프 인증시험기관
Agriculture and Fisheries
Energy Efficient Projects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정 해수열원
히트펌프 인증시험기관입니다.
KRAAC is the testing laboratory for Seawater Source
Heat Pump designated by Rural community cooperation.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공기열 히트펌프 인증시험기관
Horticulture Energy
Efficient Projects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정 공기열원
히트펌프 인증시험기관입니다.
KRAAC is the testing laboratory for Air Source Heat
Pump designated by Rural community cooperation.

www.kraac.or.kr

해외인증지원 _ Support for Overseas Certification Program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기술자문에서부부터 인증획득까지 논스탑 지원방식으로 한국 냉동공조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
고 있으며 해외인증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KRAAC supports overseas expansion of Korea HVAC-R industries through a shorten certification testing period for
HVAC-R products.

해외인증절차 Process for Overseas Certification Program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KRAAC)
신청서류 제출
Submit the documents for applying

인증 및 시험대행
Execute for certification

지원회사(Applicant)

해외인증기관(Overseas CB)
인증서 발급
Issue certification

MOU 체결기관 Overseas Partners
MOU 체결기관 Overseas MOU Partners
- 미국 AHRI, 중국 CAR, 스페인 CEIS, 중국 CVC, 유럽 Eurovent/Cecomaf, 일본 JRAIA, 중국 GMPI
AHRI(USA), CAR(China), Eurovent/Cecomaf(Europe), CEIS(Spain), CVC(China), JRAIA(Japan), GMPI(China)

비교 숙련도 시험 실시 기관 Proficient Test Partners
- 스페인CEIS, 중국CVC, 일본JRAIA, 이탈리아 IMQ CLIMA, 중국 GMPI
CEIS(Spain), CVC(China), JRAIA(Japan), IMQ CLIMA(Italia), GMPI(China)

CAR(China)
Eurovent/Cecomaf(Europe)
CEIS(Spain)
GMPI(China)

AHRI(USA)

CVC(China)

JRAIA(Japan)

IMQ(Italy)

EEI(Thailand)

7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_ Education & Techincal Support

•냉동공조기기 성능시험평가, 설계 및 기술개발 등의 기술지도
•시험평가, 신기술 정보 등 냉동공조산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냉동공조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 및 시스템
의 종합적인 시험평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을 추진
•냉각탑, 송풍기, 펌프 등 산업용 냉동공조제품을 제작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설계기술개발 및 핵
심기술개발 등의 기술을 지원
•차세대 냉동공조시스템 기술인력 양성센터 운영
교육구성 :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커리큘럼, E-learning 프로그램, 기술세미나, 교재개발

•Encourage and support forums, seminars and methods for exchanging technical information on HVAC-R units.
•Set up Industry-University-Intitute joint Research Network to foste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ducation program for the HVAC-R specialist : E-learning, Technical seminar, Publish text book.
•KRAAC support technologies for new product development by testing performance to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s.

표준화기술개발 사업 _ Standardization

•냉동공조기기관련 ISO 및 KS 규격 제•개정 지원
•냉동공조기기관련 한국산업표준(KS규격)을 위한 측정기술, 평가기술 및 국제 표준화(ISO규격)와 연계된 기술개발
을 지원
•Develop and research on Korean Industrial Standards for HVAC-R industry products.
•Establish rating criteria and procedure for measuring and certifying product-performance as ISO technical committe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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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물 히트펌프 시험설비 _ Water to Water Heatpump Testing Facility
물대물 지열히트펌프, 물대공기 지열히트펌프, 물대물 해수열히트펌프,
스크류 냉동기, 원심식 냉동기, 흡수식냉동기, 기타 수열원히트펌프
대형 물대물 열펌프 유니트 성능시험

High capacity heat pump unit performance test

•NR GT-101
•NR GT-101
•KS B ISO 13256-2
•KS B ISO 13256-2
•냉방능력 : (70~1 055) kW •Cooling Capacity : (70~1 055) kW
•난방능력 : (70~1 055) kW •Heating Capacity : (70~1 055) kW

중소형 물대물 열펌프 유니트 성능시험

Mid-low capacity heat pump unit performance test

•NG GT-101
•KS B ISO 13256-2
•냉방능력 : (10~280) kW
•난방능력 : (10~280) kW

•NG GT-101
•KS B ISO 13256-2
•Cooling Capacity : (10~280) kW
•Heating Capacity : (10~280) kW

지중열전도도 측정장비 _ Ground Thermal Conductivity Testing Equipment
개방형 공내 사진촬영, 수직/수평 밀폐형 지중열전도도, 개방형(SCW 등) 지중열전도도

밀폐형 지중열전도도 측정시험

Thermal conductivity test for closed loop system

•투입열량 : (3~12) kW
•순환유량 : (10~60) L/min
•필요전력 : 1 Ph, 60 Hz, 220 V

•Supply Heat : (3~12) kW
•Flow rate : (10~60) L/min
•Supply Power : 1 Ph, 60 Hz, 220 V

개방형 지중열전도도 측정시험

Thermal conductivity test for open loop system

•투입열량 : (10~120) kW
•순환유량 : (30~400) L/min
•필요전력 : 3 Ph, 60 Hz, 380 V

•Supply Heat : (10~120) kW
•Flow rate : (30~400) L/min
•Supply Power : 3 Ph, 60 Hz, 38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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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험설비 _ Multi Psychrometric Calroimeter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통신장비 냉각기, 항온항습기, 축열식히트펌프, 제습기, 멀티히트펌프, 온풍기,
송풍기, 히트파이프, 팬코일 유니트, 자동차용냉방기, 공기조화기
50 RT 항온항습 1번 챔버

No.1 Calorimeter chamber 50 RT
•KS C 9306
•KS C 6275
•냉방능력 : (20~175) kW
•난방능력 : (20~175) kW
•열량계 : 500 ㎥/min
•유량 : (100~900) L/min

•KS C 9306
•KS C 6275
•Cooling Capacity : (20~175) kW
•Heating Capacity : (20~175) kW
•Code tester : 500 ㎥/min
•Water flow rate : (100~900) L/min

30 RT 항온항습 2번 챔버

No.2 Calorimeter chamber 30 RT
•KS C 9306
•KS C 6275
•냉방능력 : (6~105) kW
•난방능력 : (6~105) kW
•열량계 : 120 ㎥/min
•열량계 : 100 ㎥/min
•유량 : (30~250) L/min

•KS C 9306
•KS C 6275
•Cooling Capacity : (6~105) kW
•Heating Capacity : (6~105) kW
•Code tester : 120 ㎥/min
•Code tester : 100 ㎥/min
•Water flow rate : (30~250) L/min

20 RT 항온항습 3번 챔버

No.3 Calorimeter chamber 20 RT
•KS B 6377
•KS B ISO 13253
•KS C 9317

•KS B 6377
•KS B ISO 13253
•KS C 9317

•KS C 9306
•냉방능력 : (2~70) kW
•난방능력 : (2~70) kW

•KS C 9306
•Cooling Capacity : (2~70) kW
•Heating Capacity : (2~70) kW

20 RT 항온항습 4번 챔버

No.4 Calorimeter chamber 20 RT
•KS C 9306
•KS B ISO 5151
•KS B ISO 15042
•실외 1실, 실내 2실 구조
•냉방능력 : (2~85) kW
•난방능력 : (2~8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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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9306
•KS B ISO 5151
•KS B ISO 15042
•1 Outdoor room, 2 Indoor room
•Cooling Capacity : (2~85) kW
•Heating Capacity : (2~85) kW

www.kraac.or.kr

기타 공기열원 시험설비 _ Miscellaneous testing equipment
GHP(gas engine heat pump), 열회수환기장치, 송풍기, 등

대형 풍량측정장비

High capacity code tester

•KS B 6311
•풍량측정장치1 : (50~500) ㎥/min
•풍량측정장치2 : (10~120) ㎥/min
•풍량측정장치3 : (10~100) ㎥/min
•풍량측정장치4 : (5~50) ㎥/min

•KS B 6311
•Code tester1 : (50~500) ㎥/min
•Code tester2 : (10~120) ㎥/min
•Code tester3 : (10~100) ㎥/min
•Code tester4 : (5~50) ㎥/min

소형 풍량측정장비

Low capacity code tester

•KS B 6311
•KS B 6311
•풍량측정장치1 : (8~80) ㎥/min •Code Tester1 : (8~80) ㎥/min
•풍량측정장치2 : (5~50) ㎥/min •Code Tester2 : (5~50) ㎥/min
•풍량측정장치3 : (1~10) ㎥/min •Code Tester3 : (1~10) ㎥/min

가스히트펌프 성능측정장치

GHP performance test equipment
•KS B 8051
•KS B 8052
•KS B 8053
•냉방능력 : (2~175) kW
•난방능력 : (2~175) kW
•가스유량 : (2~200) L/min

•KS B 8051
•KS B 8052
•KS B 8053
•Cooling Capacity : (2~175) kW
•Heating Capacity : (2~175) kW
•Gas flow rate : (2~200) L/min

폐열회수환기 성능측정장치

Heat recovery ventilator test equipment

•KS B 6879
•풍량 : 600 ㎥/h

•KS B 6879
•Air flow rate : 6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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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신뢰성 시험설비 _ Environmental and reliable test Chamber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상업용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자판기, 김치냉장고, 냉매압축기, 공기압축기, 등
에너지평형식 항온항습챔버

Balanced ambient room type calorimeter

•KS C 9306, ISO 5151
•냉방능력 : (1~10) kW
•난방능력 : (1~10) kW

•KS C 9306, ISO 5151
•Cooling Capacity : (1~10) kW
•Heating Capacity : (1~10) kW

환경시험 설비

Environmental chamber

•KS C IEC 62552, KS C 9321,
KS P 6108, ISO 5155,
ISO 7371, ISO 8187
•온도범위 : (-20~80) ℃
•습도범위 : (20~85) % R.H.

•KS C IEC 62552, KS C 9321,
KS P 6108, ISO 5155,
ISO 7371, ISO 8187
•Operating Temperature : (-20~80) ℃
•Relative Humidity : (20~85) % R.H.

압축기 칼로리미터

Compressor calorimeter
공기압축기 성능시험 설비

Air-Compressor

KS B 6351, ISO 1217
•압축능력 : (8~50) kW

KS B 6351, ISO 1217
•Compression Capacity : (8~50) kW

냉매 압축기 성능시험 설비

Refrigerant Compressor

KS B 6365 , KS B 6226, JIS B 8606, JIS B 8600, ISO 917
•Type : Gas Cycle •냉매 : R410a •냉동능력 : (8~50) kW

신뢰성시험 설비

Reliability test chamber
•KS C IEC 62552,
KS C 9321,
ISO 5155, ISO 7371,
ISO 8187
•온도범위 : (-30~80) ℃
•습도범위 : (20~85) %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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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IEC 62552,
KS C 9321,
ISO 5155, ISO 7371,
ISO 8187
•Operating temperature : (-30~80) ℃
•Relative Humidity : (20~85) % R.H.

www.kraac.or.kr

음향 시험설비 _ Acoustic test chamber
완전무향실

Anechoic Chamber
•KS I ISO 3741
•암소음 : 16 dB 이하
•측정하한 주파수 : 100 Hz
•온도범위 : (7~48) ℃
•습도범위 : (20~85) % R.H.

•KS I ISO 3741
•Back ground noise : 16 dB
•Cut-off frequency : 100 Hz
•Operating Temperature : (7~48) ℃
•Relative Humidity : (20~85) % R.H.

잔향실

Reverberant Chamber

•KS I ISO 3745
•암소음 : 18 dB 이하
•측정하한 주파수 : 165 Hz
•온도범위 : (7~48) ℃
•습도범위 : (20~85) % R.H.

•KS I ISO 3745
•Back ground noise : 18 dB
•Cut-off frequency : 165 Hz
•Operating Temperature : (7~48) ℃
•Relative Humidity : (20~85) % R.H.

전기안전 시험장비 _ Electrical safety testing equipment
전기안전 시험장비

Electrical safety test equipment
•KS C IEC 60355-2-40
•기동전류 측정시험
: (10~500) A ±1.5 % of f.s.
•누설전류 측정시험
: 30 μA ~ 30 mA ±2.0 % of rdng
•내전압 측정시험
: 0.05 kV ~ 5.00 kV ±2.0 % of set +20 V

•KS C IEC 60355-2-40
•Starting current test
: (10~500) A ±1.5 % of f.s.
•Leakage current test
: 30 μA ~ 30 mA ±2.0 % of rdng
•Dielectric test
: 0.05 kV ~ 5.00 kV ±2.0 % of set +20 V

냉각탑 성능시험장치

펌프 성능시험장치

Performance Testing Equipment for the Cooling Tower

Performance Testing Equipment for th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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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신청 방법 _ Testing Application and Process

1. 시험신청 절차 Test Process

1

시험의뢰

1

Contacts KRAAC

2

시험접수 계획

2

Planning the test

3

수수료납부 시험일자 확정

3

Submit payment and confirm test date

4

시험소 시험

4

Laboratory test

5

시험성적서 발급

5

Issue testing certificate

2. 의뢰 및 상담 Request & Counseling
문의·방문 신청 | Inquire

팩스 신청 | Fax

온라인 신청 |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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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팀 : 031)8047-0360, 031)500-3820
Please contact one of our staff before you fulfill the application form.
Tel : 82-31-8047-0360, 82-31-500-3820
031-8047-0393 / 031)500-3825
82-31-8047-0393 / 82-31-500-3825

Homepage : http://www.kraac.or.kr

www.kraac.or.kr

찾아오시는 길 _ Contact us

화성시험소 Hwaseong
445-93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41-14
TEL. 031-8047-0360 FAX. 031-8047-0393
445-938 (zip code), 41-14, Barangongdan-ro, Hyangnam-eup, Hwaseong-si, Gyeonggi-do,Rep. of Korea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
청북 IC⇒39번 국도 발안방향 4.2 km
직진 후 화성발안 일반산업단지로 우회
전, 발안공단로 양감, 하길리 방면으로
457 m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발안 IC⇒직진해서 서해로를 따라 39번
국도 안중방향 3.8 km 직진 후 화성발
안 일반산업단지로 좌회전, 발안공단로
양감, 하길리 방면으로 457 m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산시험소 Ansan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사동)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3호(202호)
TEL. 031-500-3820, 3633 FAX. 031-500-3825
426-901 (zip code), #113 Gyeonggi Technopark 705, Haean-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Rep. of KOREA
고속도로 이용
매송 IC → 해안로 : 경기테크노파크
또는 해양연구원 표지판을 따라 오시
면 됩니다.
국도이용 (42번국도)
수인산업도로(수원 ↔ 인천)을 타고 수
원 또는 인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안
산방면(상록수역 방향 또는 중앙동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빠져나
와 한양대 및 경기테크노파크 이정표
를 따라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이용 (4호선)
지하철 4호선 한대앞 역에서 하차, 택
시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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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Assessment Center

화성시험소 Hwaseong
(우) 445-93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41-14
TEL. 031-8047-0360 FAX. 031-8047-0393
445-938(zip code), 41-14, Barangongdan-ro, Hyangnam-eup, Hwaseong-si,
Gyeonggi-do, Rep. of Korea
TEL. 82-31-8047-0360 FAX. 82-31-8047-0393

안산시험소 Ansan
(우)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사동)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3호(202호)
TEL. 031-500-3820, 3633 FAX. 031-500-3825
426-901(zip code), #113 Gyeonggi Technopark 705, Haean-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Rep. of KOREA
TEL. 82-31-500-3820, 3633 FAX. 82-31-500-3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