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ACR 냉동 공조
서비스

보안서비스 (Cybersecurity)
안전한 상호 운용성 확인에서부터 금융,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평 가 및 강화에 이르기까지, UL은
세계 최초 보안인증 서비스 인 UL CAP 프로그램
및 IoT Security Rating 프로그램 등을 통하 여
데이터, 커넥티드 기술 및 서비 스 보안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자파(EMC) 무선(RF) 시험 서비스
UL은 혁신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EMC 및 무선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UL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다양한 목표
국가와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상호운용성 시험(Interoperability)
고객의 제품이 관련 장치는 물론 필요한 표준 및
기술 플랫폼과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실제
시나리오에서 제품을 테스트하여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L은 Bluetooth
SIG, Thread Group, Wireless 및 Zigbee
Alliance와 같은 IoT 및 무선 표준 기관에 의해
승인 된 시험소이며 5G의 주요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UL은 가전, 빌딩 시스템, 자동차 등을 포함한 많은
산업에서 상호운용성 시험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최상의 파트너
UL의 전문가들을 통해 UL과 IEC 등 전세계 인증 및 에너지효율 등 성능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 으로 제공합니다.

냉동공조 인증 서비스
§

에어컨 (Air conditioning) : UL484, UL1995, IEC/EN 60335-240 냉장고 (Refrigeration) : UL471, UL/IEC/EN 60335-2-24

§

제습기 (Dehumidifier) : UL/IEC/EN 60335-2-40

§

냉온수기 (Drinking Water Cooler) : UL399, IEC/EN 60335
series

§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 UL541, UL751, IEC/EN
60335-2-75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 성능평가 (Performance)
• 폭발성 냉매 시험 서비스 (flammable refrigerants test services)
• 현장 실증 평가 (Field Evaluation)
• 마케팅 검증 (Marketing Claim Verification)
• 자문 (Advisory Service)

전세계 인증의 통합 솔루션
UL은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국가별
안전기준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ho is UL?
125년 이상 안전 규격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전세계에
제공하는 글로벌 안전 과학 전문 회사입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Safety, EMC, Performance, Energy Efficiency and more
•CB, CE, NOM, INMETRO, ENEC, CCC, SASO and more

활용하여 안전 및 보안,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안전한

문의: 냉동공조 담당부서

주거와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UL의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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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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