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제품 인증 지정 인증 기관 목록 및 업무 범위
번
호

1

인증
기관
코드

01

기관명(영문명)

특정 업무 범위

주소 및 연락처

중국품질인증센터(C
QC)

CNCA-C01-01: 케이블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CNCA-C03-02: 저압 부품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5-01: 전동공구
CNCA-C06-01: 전기 용접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11-01: 자동차
CNCA-C11-02: 오토바이
CNCA-C11-03: 오토바이 엔진
CNCA-C11-04: 자동차 안전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11-15: 오토바이 헬멧
CNCA-C12-01: 자동차 타이어
CNCA-C13-01: 안전유리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CNCA-C19-01: 도난 경보 제품 중
이하 제품
--침입 탐지기(능동형 적외선 침입
탐지기, 실내용 피동형 적외선
탐지기, 실내용 마이크로웨이브
도플러 탐지기, 마이크로웨이브 및
피동형 적외선 복합 침입 탐지기)
CNCA-C21-01: 인테리어 제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세라믹
타일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22-03: 자동차 아동
보호장치

베이징시 펑타이구
난시환시로 188 호 9 구
전화: 010-83886666
팩스: 010-83886282
E-mail: cqcsc@cqc.com.cn
사이트: www.cqc.com.cn
우편번호: 100070

2

03

중국안전기술방범인
증센터(CSP)

CNCA-C19-01:
CNCA-C19-02:
CNCA-C11-13:
CNCA-C11-14:
기록기

도난 경보 제품
물리적 보호 제품
차량 반사 표시
자동차 주행

3

04

중국농기계제품품질
인증센터(CAM)

CNCA-C14-01: 농기계 제품

베이징시 하이뎬구 수도
체육관 난로 1 호
전화: 010-88513160,
88513161
팩스: 010-63345545
E-mail: cspa@vip.163.com
사이트: www.csp.gov.cn
우편번호: 100089
베이징시 차오양구
둥산환난로 96 호 18 동 4 층
전화: 010-59199075
팩스: 010-59199077
E-mail: ocam@ocam.com.cn

CNCA-C13-01: 안전유리；
CNCA-C21-01: 인테리어 제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세라믹
타일

4

05

중국건재검증인증그
룹유한책임공사(CTC
)

5

06

베이징중화연합인증
유한공사(HQC)

CNCA-C12-01: 자동차 타이어
CNCA-C21-01: 인테리어 제품 중
다음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08

공안부소방제품합격
평가센터(CCCF)

CNCA-C11-01/A1: 자동차(소방차)
CNCA-C18-01: 화재 경보 제품
CNCA-C18-02: 화재 보호 제품
CNCA-C18-03: 화재 설비 제품
CNCA-C18-04: 소방 장비 제품

중기인증센터유한공
사(CCAP)

CNCA-C11-01: 자동차
CNCA-C11-02: 오토바이
CNCA-C11-03: 오토바이 엔진
CNCA-C11-04: 자동차 안전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11-15: 오토바이 헬멧
CNCA-C22-03: 자동차 아동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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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9

8

10

베이징사이시인증유
한책임공사(CESI)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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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베이징국건연신인증
센터유한공사(GJC)

CNCA-C21-01: 인테리어 제품 중
다음 제품
--세라믹 타일, 콘크리트 방동제

방원표지인증그룹유
한공사(CQM)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10

12

사이트: www.ocam.com.cn
우편번호: 100021
베이징시 차오양구 관좡둥리
1 호 중국건재총원남로
전화: 010-51167395,
51167735
팩스:
010-51167352、51167334
E-mail: sxy@ctc.ac.cn
사이트: www.ctc.ac.cn
우편번호: 100024
베이징시 차오양구 안후이리
4 구 16 호 516 실
전화: 010-84885497
팩스: 010-84885414
E-mail: hqc@cciq.net
사이트: www.hqc-china.com
우편번호: 100723
베이징시 충원구
용와이시거신리 갑 108 호
전화: 010-67274320
팩스: 010-87278660
E-mail: cccf@263.net
사이트: www.cccf.net.cn
우편번호: 100077

베이징시 하이뎬구
서우티난로 2 호 11 층
전화: 010-88301059
팩스: 010-88301084
E-mail:
ccap@mail.cccap.org.cn
사이트: www.cccap.org.cn
우편번호: 100044

베이징시 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1 호원 1 호 2 층
전화: 010-64102698
팩스: 010-64102695
E-mail: wumeng@cesi.cn
사이트: http:
//www.cc.cesi.cn
우편번호: 100007
베이징시 하이뎬구
간자커우제도 건설부대원
난페이루 0401-0403 실
전화: 010-57811111
팩스: 010-58043785
E-mail:
zhangjy@cqbm.com.cn
사이트: http: //www.gj-c.cn
우편번호: 100831
베이징시 하이뎬구 쩡광로
33 호
전화: 010-68412862
팩스: 010-88414325
E-mail: pct@cqm.com.cn

CNCA-C03-02: 저압 부품
CNCA-C05-01: 전동공구
CNCA-C06-01: 전기 용접기
CNCA-C21-01: 인테리어 제품 중
다음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세라믹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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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17

18

가정용 및

베이징중경련인증센
터(CCLC)

CNCA-C07-01:
유사용도 설비
CNCA-C22-01:
CNCA-C22-02:
CNCA-C22-03:
보호장치

가정용 및

중국사이버보안심사기술
및인증센터(CCRC)

CNCA-C07-01:
유사용도 설비
CNCA-C08-01:
CNCA-C09-01:
CNCA-C16-01:

광둥질검중성인증유
한공사(CTC)

CNCA-C01-01:
CNCA-C03-01:
개폐장치
CNCA-C03-02:
CNCA-C10-01:

케이블
저압 세트

웨이카이인증검측유
한공사(CVC)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6-01: 전기 용접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유모차 제품
완구 제품
자동차 아동

음향 영상 설비
정보 기술 설비
통신 단말기 설비

저압 부품
조명 기기

19

베이징감형인증센터
유한공사(CGC)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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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광저우사이바오인증
센터서비스유한공사(
CEPREI)

CNCA-C07-01:
유사용도 설비
CNCA-C08-01:
CNCA-C09-01:
CNCA-C16-01:

17

21

타이얼인증센터(TLC)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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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및
음향 영상 설비
정보 기술 설비
통신 단말기 설비

사이트: www.cqm.com.cn
우편번호: 100048

베이징시 시청구 푸청먼
와이대가 을 22 호
617-626 실
전화: 010-68396406
팩스: 010-68396563
E-mail: cclc@cclc.cn
사이트: www.cclc.cn
우편번호: 100833
베이징시 차오양구
차오와이대가 갑 10 호
1101 실
전화: 010-65994357
팩스: 010-65994307
E-mail: tianhw@isccc.gov
사이트: http:
//www.isccc.gov.cn
우편번호: 100020
광저우시 황푸구 커쉐대가
10 호 217, 220, 221, 222,
226, 227, 228, 230 실
전화: 020-89232368,
13609011018
팩스: 020-89232207
E-mail: zcctc@21cn.com
사이트: www.qtctc.org
우편번호: 510670
광저우 가오신기술개발구
톈타이 1 로 3 호 1 호
남 4,5 층
전화: 020- 32293680
팩스: 020- 32293889
E-mail: liugr@cvc.org.cn
사이트: http:
//www.cvc.org.cn
우편번호: 510663
베이징시 차오양구
베이산환동로 28 호
이헝빌딩 1108 실
전화: 010-64228219,
64228218
팩스: 010-64228215
E-mail: cgc@cgc.org.cn
사이트: www.cgc.org.cn
우편번호: 100013
광저우시 쩡청구 주춘가
주춘대도 서 76 호
전화: 020-87236606
팩스: 020-87236230
E-mail: wuw@ceprei.org
사이트: www.ceprei.org
우편번호: 510610
베이징시 시청구 신제커우
와이대가 28 호
전화: 010-82055911
팩스: 010-82050131
E-mail:
tianchangjiang@catr.cn
사이트: www.tlc.com.cn
우편번호: 1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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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톈진화성인증유한공
사(CAQC)

CNCA-C11-01: 자동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순수 전기자동차(중국 국내용)
CNCA-C11-04: 자동차 안전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22-03: 자동차 아동용
보호장치

19

23

베이징테릿인증
유한책임공사(TIRT)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20

24

허페이통용기계제품
인증유한공사(GC)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21

25

선전웨이텐인증센터
유한공사(VCS)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저압 세트

상하이톈웨이인증기
술유한공사(TILVA)

CNCA-C03-01:
개폐장치
CNCA-C03-02:
CNCA-C04-01:
CNCA-C06-01:

공안부제 3 연구소(C
SPSH)

CNCA-C11-13:
CNCA-C11-14:
기록기
CNCA-C19-01:
CNCA-C19-02:

차량 반사 표시
자동차 주행

28

난징샘인증과기발전
유한공사(SAM)

CNCA-C14-01: 농기계 제품

29

국가소방공정기술연
구센터(NCFE)

CNCA-C18-01:
CNCA-C18-02:
CNCA-C18-03:
CNCA-C18-04:

22

23

24

25

26

27

저압 부품
소출력 모터
전기 용접기

도난 경보 제품
물리적 보호 제품

화재
화재
화재
소방

경보
보호
설비
장비

제품
제품
제품
제품

톈진시 둥리구 셴펑동로
68 호 커옌로 336
전화: 022-84379333-1329
팩스: 022-84379328
E-mail:
chubaolei@catarc.ac.cn
사이트: www.caqc.org
우편번호: 300300

베이징시 차오양구
주셴차오베이로 을 7 호
15 로 7 층
전화: 010-59570271
팩스: 010-59570260
E-mail: tirt-sss@263.net
사이트: wwww.tirt.org.cn
우편번호: 100015
허페이시 창장로 888 호
전화: 0551-5316828
팩스: 0551-5325105
l
사이트: www.gc.org.cn
우편번호: 230031
선전시 푸톈구 화푸제도
선난대도 1006 호
선전국제혁신센터 E 동 3 층
전화: 0755-83888166
팩스: 0755-83888966
E-mail:
jiangqiuhong@srtc.org.cn
사이트: www.vcs.org.cn
우편번호: 518000
상하이시 푸퉈구 우닝로
505 호 38 동 202 실
전화: 021-62185936
팩스: 021-62185928
E-mail:
alonsogao@siccert.com
사이트: www.siccert.com
우편번호: 200063
상하이시 쉬후이구 웨양로
76 호
전화: 021-64318599
팩스: 021-64318699
사이트: http:
//www.cspsh.org.cn/rzzx
우편번호: 200031
난징시 젠예구 난후로 97 호
전화: 025-86434606
팩스: 025-86434086
사이트: www.njsam.cn
우편번호: 210017
톈진시 시칭구 푸싱로 2 호
전화: 022-58226213
팩스: 022-58226212
사이트: http:
//www.china-ncfe.com

우편번호: 300382

강제성 제품 인증지정 실험실 목록 및 업무 범위
번
호

1

2

3

실
험
실
코
드

001
01

002
01

003
01

실험실 명

전자공업안전과전자
호환검측센터/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
소사이시실험실

국가방송제품품질감
독검증센터(베이징
테리엇검측기술서비
스유한책임공사)

상하이시품질감독검
험기술연구소

지정 업무범위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팩스, 모뎀(카드 포함), 유
선 전화 단말기기 및 전화
기 추가 장치, 그룹전화,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
말기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부품, 멀티탭(가정용
과 유사 용도), 가정용과 유
사한 고정식 전기 장치의
스위치, 기구 커플러(가정용
과 유사 용도), 온도 퓨즈,
소형 퓨즈의 관형 퓨즈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저장식 온수기, 실
내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
공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터, 전기밥솥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 고강도 기체 방전등용
전자 안정기를 제외한 기타
제품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실험실 주소 및 연
락처

법인명

베이징 경제기술발
구 이좡통지난로 8
호
연락 담당자: 치젠
화
전화:
010-64102095
E-mail: qijh@cesi.
cn

공업정보화부전
자공업표준화연
구소

베이징시 차오양구
주센차오베이로 을
7호
연락 담당자: 우신
전화:
010-59570588
팩스:
010-59570553
E-mail:
wuxin@tirt.com.cn
사이트:
www.tirt.com.cn
우편번호: 100015

베이징테리엇검
측기술서비스유
한책임공사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과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GB/T 5013.3~.8, GB/T
5023.5 을 적용한 모델 제
품)

상하이시 자베이구
완룽로 918 호
연락 담당자: 쑨룽
화
전화:
021-56033469
팩스:
021-56033469
E-mail:
sunrh@sqi.org.cn
사이트:
www.sqi.org.cn
우편번호: 200072

CNCA-C02-01: 회로 스위치

상하이시 장웨로

상하이시품질감
독검험기술연구
소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가정용 및 유
사용도 고정식 전기장치의
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정
용 및 유사용도 ), 온도 퓨
즈,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
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케
이스, 소형 퓨즈의 관형 퓨
즈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팩스, 모뎀(카드 포함), 유
선 전화 단말기기 및 전화
기 추가 장치, 그룹전화,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
말기

CNCA-C13-01: 안전유리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세라믹
타일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
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
레인지, 전기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
지 후드, 액체 히터 및 냉온
정수기, 전기밥솥, 전기 장
판, 전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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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광원품질감독
검증센터(상하이)

CNCA-C10-01: 조명 기기

900 호
연락 담당자: 쑨징
징, 린웨이, 위이민
전화:
021-64336605
021-64728525
021-54336280
팩스:
021-54336281
021-64313348
E-mail:
sunjj@sqi.org.cn
linwei@sqi.org.cn
yuym@sqi.org.cn
우편번호: 201114

연락 담당자: 장뤄
훙, 샤오정
전화:
021-54336268
021-54336256
팩스:
021-54336263
021-54336256
E-mail:
zhangrh@sqi.org.cn
xiaozheng@sqi.org.
cn
상하이시 창우로
381 호/상하이시 장
웨로 900 호
연락 담당자: 쑨징
징, 린웨이, 위이민
전화:
021-64336605
021-64728525
021-54336280
팩스:
021-54336281
021-64313348
E-mail:
sunjj@sqi.org.cn
linwei@sqi.org.cn
yuym@sqi.org.cn
상하이시 민항구 장
웨로 900 호)
상하이시 민항구 장
웨로 900 호
연락 담당자: 양웨,
추지훙
전화:
021-54337207
021-51097935-3182
팩스:
021-54337200
E-mail:
yangyue@sqi.org.cn
qiujh@sqi.org.cn

상하이시품질감
독검험기술연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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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구품질감독검
증센터

공업및정보화부전자
제 5 연구소/중국사
이바오실험실

웨이카이검측 기술
유한공사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
이블(GB/T 5023.3~.5, JB/T
8734.2~.5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컨버터 제품
(해외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소캣 혹은 콘센트)및 중국
표준 적용 조합홀의 연장선
콘센트 제품(전선 연장 부
품)제외)), 가정용 및 유사용
도 고정식 전기장치의 스위
치, 기구 커플러 (가정용 및
유사용도 ), 온도 퓨즈, 가정
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
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소
형 퓨즈의 관형 퓨즈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전기 장판, 전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구를 제
외한 기타 제품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과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사이트:
www.saltnet.com.cn
www.sqi.org.cn
상하이시 민항구 장
웨로 900 호
연락 담당자: 천차
오중, 위리청
전화:
021-54337201
021-51097935-3181
팩스:
021-54337200-0538
021-54337200-0551
E-mail:
chencz@saltnet.co
m.cn
yulc@saltnet.com.c
n
사이트:
www.saltnet.com.cn
www.sqi.org.cn

상하이시품질감
독검험기술연구
소

광둥성 광저우시 톈
허구 둥관좡로 110
호
연락 담당자: 양린
전화:
020-85131105
팩스:
020-87236171
E-mail:
lynny@ceprei.biz
사이트:
www.ceprei.com
우편번호: 510610

공업및정보화부
전자제 5 연구소
/중국사이바오
실험실/중국전
자제품신뢰성및
환경시험연구소

광저우시 커쉐청 카
이타이대도 톈타이
1로 3호
연락 담당자: 셰하
오장

웨이카이검측기
술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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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원(베이징)검측
인증 유한공사(중국
가정용기기검측소)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6-01: 전기 용접기
중 이하 제품
--소형 교류 아크 용접기,
교류 아크 용접기, 직류 아
크 용접기, TIG 아크 용접기,
MIG/MAG 아크 용접기, 침
지 아크 용접기, 플라스마
아크 용접기, 플라스마 아크
커터, 용접 클램프, 용접 케
이블 커플링 장치, 저항 용
접기, 와이어 피팅 장치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GB/T 5013.3~.5, JB/T
8735.2~.3, GB/T 5023.3~.5,
JB/T 8734.2~.5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가정용 및 유
사용도 고정식 전기장치의
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정
용 및 유사용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
치 기기 부품케이스, 소형
퓨즈의 관형 퓨즈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5-01: 전동공구 중
이하 제품
--전기 드릴, 전기 그라인더,
컷소, 샌더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중 이하 제품
--수상관(CRT)을 제외한 기
타 제품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전화:
020-32292666
팩스:
020-32293889
E-mail:
office@cvc.org.cn
사이트:
www.cvc.org.cn
우편번호: 510663

베이징 경제기술개
발구 보싱 8 로 3 호
연락 담당자: 판취
안
전화:
010-58083802
팩스:
010-58083806
E-mail:
panq@cheari.com
사이트:
www.cheari.com
우편번호: 100176

중가원(베이징)
검측인증 유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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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업케이블품질
검측센터(베이징)

국가케이블품질감독
검증센터

-- 고강도 기체 방전등용
전자 안정기를 제외한 기타
제품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팩스, 모뎀(카드 포함), 유
선 전화 단말기기 및 전화
기 추가 장치, 그룹전화,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
말기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23.7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
도 (컨버터 제품 (해외 표준
이 적용되지 않은 소캣 혹
은 콘센트)및 중국 표준 적
용 조합홀의 연장선 콘센트
제품 (전선 연장 부품)제외)
CNCA-C01-01: 케이블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컨버터 제품
(해외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소캣 혹은 콘센트)및 중국
표준 적용 조합홀의 연장선
콘센트 제품 (전선 연장 부
품))제외 ), 기구 커플러 (가
정용 및 유사용도 )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20kA 1s 및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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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기기설비검측
소유한공사

베이징시 하이뎬구
추이웨이로 2 호원
연락 담당자: 자오
쥔민
전화:
010-68183165
010-68222807
E-mail:
zjmin0606@sina.co
m

기계공업베이징
전공기술경제연
구소

상하이시 쥔궁로
1000 호
연락 담당자: 싱하
이융
전화:
021-65494605-2263
팩스:
021-65490171
E-mail:
xinghaiyong@ticw.c
om.cn

상하이국람검측
센터유한공사

상하이시 우닝로
505 호
연락 담당자: 차이
샤오웨이
전화:
021-62574990-541
팩스:
021-52664868
E-mail:
caixw@seari.com.cn
사이트:
www.stiee.com
우편번호: 200063

CNCA-C03-02: 저압 부품
(단기 전류 강도 420V
200kA 및 이하 )

연락 담당자: 청징
징
전화:
021-62574990-405
팩스:
021-52664868
E-mail:
zengjj@seari.com.c
n

CNCA-C04-01: 소출력 모터

연락 담당자: 옌베

상하이기기설비
검측소유한공사

CNCA-C06-01: 전기 용접기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
치의 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5-01: 전동공구
CNCA-C10-01: 조명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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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향동(상하이)검
측기술유한공사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온수기, 실내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팩스, 모뎀(카드 포함), 유
선 전화 단말기기 및 전화
기 추가 장치, 그룹전화,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
말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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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전원품질감독
검증센터(베이징)

CNCA-C10-01: 조명 기기

중국타이얼실험실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이란, 인루이밍
전화:
021-62574990-288
021-62574990-487
팩스:
021-62435249
E-mail: yanbl
@seari.com.cn
yinrm@seari.com.cn
상하이시 쉬후이구
구이징로 19 호
연락 담당자: 천젠
추
전화:
021-64314863
팩스:
021-64339515
E-mail:
aqiu7184@hotmail.
com
사이트:
www.tiet.org
우편번호: 200233

상하이시 푸동신구
진하이로 1000 호
진링두단지 17 호/
상하이시 쉬후이구
구이징로 19 호

중인향동(상하
이)검측기술유
한공사

상하이시 푸동신구
진라이로 1000 호
진링두위안구 17 호
/상하이시 쉬후이구
구이징로 19 호/상하
이시 톈린로 142 호
베이징시 차오양구
다베이야오창포촌
갑3호
연락 담당자: 왕팡
전화:
010-67708989
팩스:
010-67708989 转
1111
E-mail:
wangfang@nltc.cn
베이징시 시청구 웨
탄난가 11 호/베이
징시 하이뎬구 화위
안베이로 52 호/베
이징시 하이뎬구 쉐
위안로 51 호 서우
샹빌딩/베이징시 베

국가광전원품질
감독검증센터
(베이징)

중국정보통신연
구소

이징경제개발구 캉
딩가 갑 18 호
연락 담당자: 류웨
이, 천후이, 창루이
전화:
010-68094017
010-62304633-2513
010-62304633-2500
팩스:
010-68011404
010-62304633-2504
E-mail:
liuwei@chinat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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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출입국검증검
역국기전제품검측기
술센터

중국상하이수출입완
구검측센터

저장리더제품기술유
한공사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
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정용 및 유
사용도 )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5-01: 전동공구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전기 장판, 전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구를 제
외한 기타 제품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
--조명 기기, 형광등용 교류
전자안정기, 형광등안정기,
LED 모듈용 직류 혹은 교류
전자제어 장치

상하이 푸동신구 민
성로 1208 호/상하이
시 자베이구 링스로
709 호 44 동
연락 담당자: 쉬성,
장자신
전화:
021-38620850
021-38620830
팩스:
021-68545620
021-68546965
E-mail:
xusheng@shciq.gov
.cn
zhangjiaxin@shciq.
gov.cn
사이트:
smec.shciq.gov.cn
우편번호: 200135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아동 세발 자전거, 유모차,
보행기, 완구 자전거, 전동
유모차, 기타 완구 차량
CNCA-C22-02: 완구 제품

상하이 푸동신구 민
성로 1208 호
상하이시 자베이구
링스로 709 호 44 동
연락 담당자: 먀오
쥔원
전화:
021-38620885
E-mail:
miaojunwen@shciq.
gov.cn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아동 자전거

상하이시 자베이구
링스로 709 호 44 동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과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
치의 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5-01: 전동공구

항저우시 샤오산구
건설 3 로 398 호
연락 담당자: 왕춘
전화:
0571-83527006
팩스:
0571-83527100
E-mail:
wangchun@ziq.gov.
cn
사이트:
www.lead-int.com
우편번호: 311215

상하이출입국검
증검역국기전제
품검측기술센터

상하이출입국검
증검역국기전제
품검측기술센터

저장리더제품기
술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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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입국검증검역
국기전제품및차량검
측센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중 이하 제품
--총 출력이 500W 이하인
단일 스피커 및 멀티 스피
커, 오디오 파워 앰프, 전원
공급 장치 어댑터(충/방전기
포함)및 오디오/비디오 장비
용 전자 키보드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5-01: 전동 공구
중 이하 제품
--전기 드릴,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와 임팩트 렌치, 전
기 그라인더, 샌더, 원형톱,
전기 해머, 전기 가위, 태퍼,
컷소, 전기 체인톱, 전기 대
패, 전동 전지 가위, 전기
밀러와 트리머, 전기 석재
절단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조명 기기, LED 모듈용 직
류 혹은 교류전자제어 장치
CNCA-C11-04: 자동차
벨트
CNCA-C11-09: 자동차
용품
CNCA-C11-12: 자동차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22-03: 자동차
용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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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출입국검증검역
국공업제품검측센터
화광금속재료실험실

안전
실내
시트
아동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장쑤성 우시시 후이
구 옌신로 3 28 호
연락 담당자: 자오
제쥔
전화:
0510-88219787
팩스:
0510-83583539
E-mail:
zhaojiejunciq@126.
com
사이트:
www.jsmetc.com
우편번호: 214174

연락 담당자: 천샤
오둥
전화:
0510-83583538
팩스:
0510-83583537
E-mail:
xiaodong-chen@16
3.com
장쑤성 난징시 중화
로 99 호
연락 담당자: 위안
민
전화:
025-52345203

저장성입국검증
검역국기전제품
및차량검측센터

장수출입국검증
검역국공업제품
검측센터

팩스:
025-523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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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출입국검증검역
국공업품검측기술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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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선양)북방실험
실유한공사

22

021

중검그룹남방전자제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온수기, 실
내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
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
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
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
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
기밥솥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JB/T 8734.5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 기구 커플러
(가정용 및 유사용도 ), 가
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실내히터, 진공청
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
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
레인지(300MHz 이상에 한
함), 전기레인지, 렌지대, 오
븐과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터와 냉온정수
기, 전기밥솥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고정식 일반 램프, 이동식
일반 램프, 수족관 조명, 전
원콘센트 설치 수면등, 매립
형 램프, 플로어 매립형 램
프, 형광등 안정기, 형광등
용 교류 전자 안정기, LED
모듈용 직류 혹은 교류 전
자 제어 장치
CNCA-C07-01: 가정용 및

광둥성 선전시 난산
구 공업 8 로 289 호
연락 담당자: 루원
쥔
전화:
0755-26673796
팩스:
0755-26673227
E-mail:
13823261340@139.
com
사이트:
www.szciq.gov.cn/g
ypjc
우편번호: 518067

선전출입국검증
검역국공업품검
측기술센터

선양 경제기술개발
구 2 기 4 호 14 갑
-2
연락 담당자: 자오
민
전화:
024-25279212
팩스:
024-25375286
E-mail:
lnjjzx@163.com
사이트:
www.cqcnl.com
우편번호: 110141

중인(선양)북방
실험실유한공사

선전시 난산구 시리

중검그룹남방전

01

23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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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테스트(선전)유한
책임공사

광둥출입국검증검역
국검증검역기술센터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온수기, 실
내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
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
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
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
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
기밥솥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중 이하 제품
--제외 복사기를 제외한 기
타 제품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 고강도 기체 방전등용
전자 안정기를 제외한 기타
제품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실내히터, 진공청
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
품, 다리미,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액체 히터 및 냉
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에어컨, 가정용세탁
기, 온수기, 인덕션, 전자레
인지, 전기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
지 후드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완구 자전거, 전동 유모차,
기타 완구 차량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아동 자전거, 아동 세발
자전거, 유모차, 보행기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가도 산허로 43 호
전자검측빌딩
연락 담당자: 우리
안
전화:
0755-26627966
팩스:
0755-26628013
E-mail:
wla@ccic-set.com
사이트:
www.ccic-set.com
우편번호: 518055

자제품테스트
(선전)유한책임
공사

광둥성 광저우시 주
장신청화청대도 66
호
연락 담당자: 페이
샤오보
전화:
020-38290476
팩스:
020-38290490
E-mail: esl@iqtc.cn
사이트: www.iqtc.cn
우편번호: 510623
광둥성 푸산시 순더
다량 더성동로 3 호
연락 담당자: 랴오
아이민
전화:
0757-22826131
팩스:
0757-22915209
E-mail:
liaoam@iqtc.cn
연락 담당자: 허후
이찬
전화:
020-38290587
팩스:
020-38290599
E-mail:
gz0587@iqtc.cn
광둥성 광저우 커쉐
청 난샹로 1 호 C
120 호
연락 담당자: 창안
궈
전화:
020-82350405
13710367730
팩스: 02032065399
E-mail: cangga
@iqtc.cn

광둥출입국검증
검역국검증검역
기술센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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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제품품질감독검
증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05-01: 전동공구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과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6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25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광둥성 광저우시 톈
허구 주장신청대도
66 호 B 동
연락 담당자: 황위
빈
전화:
020-38291635
팩스:
020-38291635
E-mail:
huangyb@iqtc.cn

광둥성 광저우시 황
푸구 커쉐청 커쉐대
도 10 호
연락 담당자: 가오
샤오둥
전화:
020-89232890
팩스:
020-89232876
E-mail:
gxd@gqi.org.cn
사이트:
www.gqi.org.cn
우편번호: 510670

광둥제품품질감
독검증연구소
광둥성 광저우시 황
푸구 커쉐청 커쉐대
도 10 호
연락 담당자: 양뎬
전화:
020-89232500
팩스:
020-89232876
E-mail:
qj@gqi.org.cn
사이트:
www.gqi.org.cn
광둥성 둥관시 스룽
시후러 68 호
연락 담당자: 먀오
번젠
전화:
0769-81867328
팩스:
0769-81867200
E-mail:
miaobenjian027@si
an.com
사이트:
www.gqi.org.cn
우편번호: 523325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접근 스위치, 자동 전환 스
위치 기기, 설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자 기
계 접촉기, MCB, RCCB(제
외 B 형 RCCB), RCBO(제외
B 형 RCBO), PRCD, 잔여 전
류 동작 릴레이, 저압 퓨즈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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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팡위안검측그룹
유한책임공사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과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
의스위치, 가정용 및 유사용
도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5-01: 전동 공구
중 이하 제품
--전기 드릴,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
전기 그라인더, 샌더, 원형
톱, 전기 해머, 전기 가위,
태퍼, 컷소, 삽입식 콘크리
트 진동기, 전기 대패, 전기
밀러 및 트리머, 전기 석재
절단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과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와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전기 장판, 전기 매트 및 유
사 연성 발열 기구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광둥성 푸산시 순더
구 다량신청구 더성
둥로 1 호
연락 담당자: 천지
원
전화:
0757-22802680
팩스:
0757-22802618
E-mail:
Jiwench@126.com
우편번호: 528300

항저우시 항저우경
제기술개발구 샤사
로 300 호
연락 담당자: 쉬젠
추
전화:
0571-85128182
팩스:
0571-85120675
E-mail:
7173862@qq.com

연락 담당자: 왕샤
오거
전화:
0571-86918250
팩스:
0571-86918251

저장팡위안검측
그룹유한책임공
사

E-mail:
58030264@qq.com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7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25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접근 스위치, 자동 전환 스
위치 기기, 설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자 기
계 접촉기, MCB, SMCB,
RCCB), RCBO, PRCD, SRCD,
잔여 전류 동작 릴레이, 저
압 퓨즈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15: 오토바이 헬
멧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22-01: 유모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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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제품품질검증
연구소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2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2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접근 스위치, 자동 전환 스
위치 기기, 설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자 기
계 접촉기, MCB, SMCB,
RCCB, RCBO, PRCD, SRCD,
잔여 전류 동작 릴레이, 저
압 퓨즈 (제외 반도체설비
보호용 퓨즈)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저장성 자싱시 광충
로 400 호
연락 담당자: 황팡,
야오보
전화:
0573-82099578
0573-82077118
0573-82077511
0573-82077811
팩스:
0573-82077898
0573-82077822
E-mail:
7173862@qq.com

항저우시 경제기술
개발구 샤사가도 싱
푸난로 115 호
연락 담당자: 웡원
샹, 장제, 청리
전화:
0571-85026381
0571-85027205
0571-85028478
팩스:
0571-85027205
E-mail:
806829171@qq.co
m
80350392@qq.com
32088326@qq.com

푸젠성 푸저우시 구
러우구 차오시로 산
터우자오 121 호
연락 담당자: 린퉁
전화:
0591-83774485
팩스:
0591-83710867
E-mail:
lintong12350@163.
com
사이트: www.fcii.net
우편번호: 350002

푸젠성제품품질
검증연구소

--용제형 목재 페인트, 세라
믹 타일
CNCA-C01-01: 케이블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
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정용 및 유
사용도 )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팩스, 모뎀(카드 포함), 유
선 전화 단말기기 및 전화
기 추가 장치, 그룹전화, 이
동통신단말기,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말기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세라믹 타일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23.5 을 적용
한 60227 IEC 41(RTPVR)모
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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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제품품질검증연
구소유한책임공사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
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푸젠성 푸저우시 마
웨이경제개발구 바
오전로 101 호

푸젠성 푸저우시 양
난로 83 호

쓰촨성 청두시 룽취
안이싱마오가 16 호
연락 담당자: 리젠,
왕옌, 양춘야오(
전화:
028-65099193
028-65099056
028-65099016
E-mail:
13708001614@163.
com
2665176568@qq.co
m
ycy2000@sina.com
사이트:
www.cqi.org
연락 담당자: 장야
빈, 왕옌, 양춘야오
전화:
028-84844711
028-65099056
028-65099016
E-mail:
zyb1340@126.com
2665176568@qq.co
m
ycy2000@sina.com

청두제품품질검
증연구소유한책
임공사

-- 고강도 기체 방전등용
전자 안정기를 제외한 기타
제품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세라믹 타일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50kA 1s 및 이하 )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저장식 온수기, 실내히터,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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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계량품질검측
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연락 담당자: 왕옌
전화:
028-65099056
E-mail:
2665176568@qq.co
m
연락 담당자: 탄스
커, 왕옌, 양춘야오
전화:
028-65099251
028-65099056
028-65099016
E-mail:
16451961@qq.com
2665176568@qq.co
m
ycy2000@sina.com
연락 담당자: 자오
화탕, 왕옌, 양춘야
오
전화:
028-65099241
028-65099056
028-65099016
E-mail:
13709038998@qq.c
om
2665176568@qq.co
m
ycy2000@sina.com
청두시 원장구 신난
로 425 호
연락 담당자: 아이
제 왕옌, 양춘야오
전화:
028-82767925
028-65099056
028-65099016
E-mail:
scaijie@qq.com
2665176568@qq.co
m
ycy2000@sina.com
쓰촨성 청두시 룽취
안이싱마오가 16 호
청두시 시항강경제
개발구 텅페이 2 로
355 호
연락 담당자: 장야
빈, 왕옌, 양춘야오
전화:
028-84844711
028-65099056
028-65099016
E-mail:
zyb1340@126.com
2665176568@qq.co
m
ycy2000@sina.com
선전시 난산구 룽주
대도 중돤지량즈옌
쒀 빌딩

선전시계량품질
검측연구소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Rx 시리즈 제품 )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
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온수기, 실내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렌
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레인지 후드, 전기밥솥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연락 담당자: 뤄훙
전화:
0755-26941627
0755-86009836
E-mail:
sonry01@yahoo.co
m.cn
tech@smq.com.cn
rzrk@smq.com.cn
사이트:
www.smq.com.cn
우편번호: 518055
선전시 난산구 시리
가도 반퉁파로 4 호
국가디지털전자제품
품질감독검측센터
빌딩
연락 담당자: 차오
웨이둥, 뤄훙
전화:
0755-86009898-312
86
0755-86009836
0755-86009898-312
99
E-mail:
caowd@smq.com.c
n
tech@smq.com.cn
연락 담당자: 린란
펀, 뤄훙
전화:
0755-86009898-312
66
0755-86009836
0755-86009898-312
99
E-mail:
linzinancy@126.co
m
tech@smq.com.cn
연락 담당자: 린빈,
뤄훙
전화:
0755-86009898-313
53
0755-86009836
팩스:
0755-86009898-313
96
E-mail:
linb@smq.com.cn
tech@smq.com.cn
선전시 룽화신구 민
즈대도 민캉로 북
114 호
연락 담당자: 뤄훙
전화:
0755-86009836
팩스:
0755-86009836
E-mail:
rzrk@smq.com.cn
선전시 바오안구 민
즈가도 반민즈대도
민캉로(

연락 담당자: 커덩
밍, 양즈펑
전화:
0755-27528486
0755-27528421
팩스:
0755-27528417
E-mail:
smqty@1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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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제품품질감독
검증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8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c(TVV)모델 제품 )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8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8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MCB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콘크리트 방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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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계량과학연구
소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에어컨, 선풍기,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산둥성제품품질검증
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8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60kA 1s 및 이하
)

랴오닝성 다롄시 간
징즈구 거전바오신
수이니로 150 호
연락 담당자: 정순
리
전화:
0411-84603949
팩스:
0411-84603289
E-mail:
13840814566@139.
com

다롄시제품품질
감독검증소

랴오닝성 다롄시 사
허커우구 완수이가
68-2 호
지난시 첸푸산둥로
28 호
연락 담당자: 쉬훙
레이, 셴메이링, 뤼
후이정
전화:
0531-88728911
팩스:
0531-88728911
0531-82603694
E-mail:
mailxhl@sohu.com
xianmeiling1985@1
63.com
lvhuizheng@yeah.n
et
사이트:
www.sdim.cn
산둥성 지난시 징스
둥로 31000 호
연락 담당자: 왕펑
전화:
0531-88013226
팩스:
0531-89701996
E-mail:
wfzj0531@sina.com
사이트:
www.sdqi.com.cn

산둥성계량과학
연구소

산둥성제품품질
검증연구소(산
둥성저압기기제
품품질검증소,
산둥성제품품질
인증문의서비스
센터)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23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접근 스위치, 자동 전환 스
위치 기기, 설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자 기
계 접촉기, MCB, SMCB,
RCCB(제외 B 형 RCCB),
RCBO(제외 B 형 RCBO),
PRCD, SRCD, 잔여 전류 동
작 릴레이, 저압 퓨즈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6-01: 전기 용접기
중 이하 제품
--소형 교류 아크 용접기,
교류 아크 용접기, 직류 아
크 용접기, TIG 아크 용접기,
MIG/MAG 아크 용접기, 침
지 아크 용접기, 플라스마
아크 용접기, 플라스마 아크
커팅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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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판공설비및소모
품품질감독검증센터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중 이하 제품
--컴퓨터용 모니터, 컴퓨터
용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복사기(무음 복사기 제외)

33

033
01

베이징쭌관과기유한
공사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34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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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기기검측소유한
공사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중 이하 제품 (단기

우편번호: 250102

톈진시 홍차오구 창
투도 7 호
연락 담당자: 쾅야
밍
전화:
022-26650880
팩스:
022-26650880
E-mail:
k-yaming57@163.c
om
베이징 베이시환중
로 211 호
연락 담당자: 푸룽
메이
전화:
010-89055897
팩스:
010-98055885
E-mail:
nctcfrm@163.com
사이트:
www.nctc.org.cn
우편번호: 100083
후난성 장사시 텐신
구 신중로 4 호

기계공업판공자
동화설비검증소

베이징쭌관과기
유한공사

후난기기검측소
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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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업전기설비품
질검증테스트센터

내 전류 강도 420V 100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모선간선시스템(모선
슬롯), 배전판, 저압 세트 무
효 전력 보상 장치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2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자동 전
환 스위치 기기, 설비 용 개
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
자 기계 접촉기, MCB,
SMCB, RCCB(제외 B 형
RCCB), RCBO(제외 B 형
RCBO), PRCD, 잔여 전류
동작 릴레이, 저압 퓨즈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중 이하 제품 (단
기 내 전류 강도 420V 50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모선간선시스템(모선
슬롯), 배전판, 저압 세트 무
효 전력 보상 장치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245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단기 전류 강도 420V
245kA 및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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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전자기기과학
연구소유한책임공사

저장과정전자정보제
품 검증유한공사(국
가전자컴퓨터외부설
비 품질감독검증센
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중 이하 제품
--수상관(CRT)을 제외한 기
타 제품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고정식 일반 램프, 삽입식
램프, 이동식 일반 램프, 수
족관 조명, 전원콘센트 설치
수면등, 플로어 매립형 램
프, 형광등 안정기, 형광등
용 교류 전자 안정기, LED
모듈용 직류 혹은 교류 전
자 제어 장치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팩스, 모뎀(카드 포함), 유
선 전화 단말기기 및 전화
기 추가 장치, 그룹전화,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
말기

연락 담당자: 쉐정
산
전화:
0731-85414370
팩스:
0731-85412094
E-mail:
xue1964@163.com
사이트:
www.hnetc.com
우편번호: 410009

후베이성 우한시 홍
산구 뤄위로 143 호
전화:
027-59835861
13971036925
E-mail:
Lxj0411013@163.co
m
쑤저우 신구 빈허로
융허가 7 호
연락 담당자: 리리
화
전화:
0512-68252753
0512-68081686
E-mail:
eservice@eeti.cn
사이트: www.eeti.cn
우편번호: 215104

중국전력과학연
구소

쑤저우전자기기
과학연구소유한
책임공사

쑤저우시 우중구 웨
시첸주로 5 호

저장성 항저우시 빈
장구 쟝홍남루 316
호
연락 담당자: 차이
팡밍
전화:
0571-88366861
13777494509
팩스:
0571-88366821

저장과정전자정
보제품 검증유
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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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무타이어품질
감독검증센터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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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업력타이어품
질감독검증센터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5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GB/T 5013.8
을 적용한 모델 제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c(TVV)모델 제품, GB/T
5023.7 을 적용한 60227 IEC
74(RVVYP)모델 제품 )
CNCA-C04-01: 소출력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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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제품품질감
독검증연구소(국가
전자기기 안전품질
감독검증센터)

칭다오시제품품질감
독검증연구소(국가
타이어및고무제품품
질감독검증센터)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2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20kA 및 이하 )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
터, 아이솔레이터 스위치,
퓨즈 조합 기기 ), 저압 전
자 기계 접촉기 및 모터 시
동기, MCB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에어컨, 가정용세
탁기, 급속 온수기, 실내히
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
품, 다리미,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
기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전기밥솥, 전기 장판, 전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
구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E-mail:
liuch@ksign.cn
사이트:
www.ksign.cn
우편번호: 310052
베이징시 하이뎬구
취푸스로 갑 19 호
연락 담당자: 리훙
웨이
전화:
010-51338174
15311229956
광둥성 광저우시 공
업대도 중 270 호
연락 담당자: 셰스
하이
전화:
020-84351770
팩스:
020-84128611
칭다오시 라오산구
커위안웨이스로 77
호
연락 담당자: 자훙
량, 자오옌
전화:
0532-68069114
0532-68069106
팩스:
0532-68069114
0532-68069102
E-mail:
diyadq@126.com
qdzjs@public.qd.sd.
cn
칭다오시 라오산구
선전로 173 호
연락 담당자: 자훙
량
전화:
0532-88918006
팩스:
0532-88918006
E-mail:
diyadq@126.com

베이징고무타이
어시험검측기술
서비스유한공사

광저우고무공업
제품연구소유한
공사

칭다오시제품품
질감독검증연구
소

칭다오시 라오산구
커위안웨이스로 77
호
연락 담당자: 상펑
전화:
0532-68069109
E-mail:
qdzjdqb@163.com

칭다오시 라오산구
커판웨이스로 77 호/
칭다오시 황다오구
펑황산로 2552 호
연락 담당자: 쑨광
밍

칭다오시제품품
질감독검증연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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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제품품질감
독검증연구소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3-01: 안전유리

43

041
01

국가안전유리및석영
유리품질감독검증센
터/국가건축자재테
스트센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세라믹 타일, 콘크리트 방
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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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리품질감독검
증센터

CNCA-C13-01: 안전유리중
이하 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건축안
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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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물보호기계품
질감독검증센터

CNCA-C14-01: 농기계제품
중 이하 제품
--식물 보호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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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농기계품질감독
검증센터

CNCA-C14-01: 농기계 제품
중 이하 제품
--식물 보호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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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방범경보시
스템제품품질감독검
증센터(베이징)

CNCA-C19-01: 도난 경보
제품
CNCA-C19-02: 물리적 보호
제품

국가안전방범경보시
스템제품품질감독검
증센터(상하이)

CNCA-C11-14: 자동차 주행
기록기
CNCA-C19-01: 도난 경보
제품
CNCA-C19-02: 물리적 보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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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2-68069157
팩스:
0532-68069156
E-mail:
sgm5904@163.com
칭다오시 라오산구
커위안웨이스로 77
호
연락 담당자: 왕핑
한젠민
전화:
0532-68069196
팩스:
0532-68069106
사이트:
www.qtc.org.cn
베이징시 차오양구
관좡둥리 1 호
연락 담당자: 한쑹
전화:
010-51167345
팩스:
010-65711591
연락 담당자: 류위
안신
전화:
010-51167655
팩스:
010-65764684
허베이성 친황다오
허베이대가 시돤 91
호
연락 담당자: 리융
전화:
0335-5911589
13603238229
장쑤성 난징시 중산
먼와이류잉 100 호
연락 담당자: 천샤
오빙
전화:
025-84431331
팩스:
025-84346068
베이징시 차오양구
더성먼와이베이사탄
1호
연락 담당자: 천거
전화:
010-64882637
팩스:
010-64873702
베이징시 수도 체육
관 난로 1 호
연락 담당자: 류린
전화:
010-68773379
팩스:
010-68773387
상하이시 웨양로 76
호
연락 담당자: 루수
룽
전화: 13901864918

칭다오시제품품
질감독검증연구
소

중국건재검증인
증그룹유한책임
공사

중국건재검증인
증그룹태황도유
한공사

농업부난징농업
기계화연구소

중국농업기계화
과학연구소

공안부제 1 연구
소

공안부제 3 연구
소

팩스:
021-643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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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자동차 검측센
터유한책임공사(국
가자동차 품질감독
검증센터(장춘))

CNCA-C11-01: 자동차
CNCA-C11-04: 자동차 안전
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리플렉터,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자동차 백미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11-13: 차량 반사
표시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CNCA-C11-01: 자동차 (단
일 차량 인증)중 이하 제품
: 총 품질≤3500kg 의 M, N
류(휘발유 혹은 디젤 차량에
한함)차량 및 O 형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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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양다안자동차검측
센터유한공사(국가
자동차 품질감독검
증센터(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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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자동차검증센

CNCA-C11-01: 자동차
CNCA-C11-04: 자동차 안전
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리플렉터,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자동차 백미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CNCA-C11-01: 자동차

지린성 장춘시 촹예
대가 1063 호
연락 담당자: 저우
펑, 판춘윈
전화:
0431-85788311
0431-85788317
팩스:
0431-85788310
E-mail:
catc_jc@163.com
fanchunyun@163.c
om
우편번호: 130011
장춘자동차 검
측센터유한책임
공사

랴오닝성 다롄시 진
저우구 바오수이구
퉁강로 246 호(다롄
자동차항구유한공사
내)
연락 담당자: 류다
펑
전화:
0431-85788314
팩스:
0431-85788310
E-mail:
liudapeng@catc.co
m.cn
우편번호: 116600

후베이성 샹양시 가
오신구 자동차 시험
장
연락 담당자: 한펑,
리쉐창
전화:
0710-3994020
0710-3994019
E-mail:
hanpeng@nast.com
.cn
lxq@nast.com.cn
사이트:
www.nast.com.cn
우편번호: 441004

샹양다안자동차
검측센터유한공
사

톈진시 둥리구 센펑

중기연자동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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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톈진)유한공사(국
가신차품질감독검증
센터)

충칭차량검측연구소
유한공사(국가버스
품질감독검증센터)

중국자동차공정연구
소유한책임공사검측
센터(국가자동차 품
질감독검증센터(충
칭))

CNCA-C11-04: 자동차 안전
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11-13: 차량 반사
표시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CNCA-C11-01: 자동차
CNCA-C11-04: 자동차 안전
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리플렉터,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자동차 백미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CNCA-C11-01: 자동차
CNCA-C11-04: 자동차 안전
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11-13: 차량 반사
표시

둥로 68 호 메인빌딩
526 실
연락 담당자: 가오
밍추
전화:
022-84379680
팩스:
022-24375350
사이트:
www.tatc.com.cn
우편번호: 300300

검증센터(톈진)
유한공사

충칭시 베이부신구
후이싱로 1 호
연락 담당자: 저우
정핑, 차오페이
전화:
023-63426218
023-63426219
팩스:
023-63425888
Email:
zhouzhengping@c
mhk.com
caofei@cmhk.com
사이트:
www.cqvtri.com
우편번호: 401122

충칭차량검측연
구소유한공사

충칭시 베이부구 진
위대도 9 호
연락 담당자: 푸용
전화:
023-68677860
팩스:
023-68966987
E-mail:
fuyongcq@vip.sina.
com
사이트:
www.cmvic.com
우편번호: 401122

중국자동차 공
정연구소유한책
임공사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중 이하 제품
--승용차 타이어, 적재 자동
차 타이어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CNCA-C11-01: 자동차 (단
일 차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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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과(베이징)차량
검측공정연구소유한
공사(국가공정기계
품질감독검증센터)

톈진오토바이품질감
독검증소(국가오토
바이 품질감독검증
센터(톈진))

중검서부검측유한공
사(국가오토바이 품
질감독검증센터)

CNCA-C11-01: 자동차 중
이하 제품
--전용, 특종 차량,, N 류, O
류 자동차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버스시
트 제외 外)
CNCA-C11-02: 오토바이
CNCA-C11-03: 오토바이 엔
진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중 이하 제품
--유압 브레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리플렉터, 오토바
이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
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5: 오토바이 헬
멧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고정식 일반 램프, 매립형
램프, 이동식 일반 램프,
LED 모듈용 직류 혹은 교류
전자제어 장치
CNCA-C11-02: 오토바이
CNCA-C11-03: 오토바이 엔
진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오토바이 백미러

톈진 쯔마오구 (톈
진항구보세구) 톈바
오대도 187 호-A 구
연락 담당자: 웨이
충량
전화:
022-66273375
팩스:
023-66273380

베이징시 옌칭현 둥
와이대가 55 호
연락 담당자: 루밍
전화:
010-69101140
팩스:
010-69101904
E-mail:
luryue@126.com
사이트:
www.syc.org.cn
우편번호: 102100

중기과(베이징)
차량검측공정연
구소유한공사

톈진시 난카이구 웨
이진로 92 호 톈진
대학 내
연락 담당자: 허원
제
전화:
022-27892002
팩스:
022-27407628
E-mail:
tmtchwj@tju.edu.cn
사이트:
www.cnmtctj.com
우편번호: 300072

톈진오토바이
품질감독검증소

산시성 시안시 바차
오구 미친로 6 호
연락 담당자: 리바
오지(李宝基)
전화:
029-86795288-8201
팩스:
029-86795296
E-mail:
libaoji@cnmtc.com.
cn
사이트:
www.cnmtc.com.cn
우편번호: 710032

중검서부검측유
한공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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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창오토바이품질감
독검증소유한공사

상하이자동차 검측
인증 기술연구센터
유한공사(국가자동
차 제품품질감독검
증센터(상하이))

국가소방장비품질감
독검증센터

국가소방전자제품품
질감독검증센터

CNCA-C11-02: 오토바이
CNCA-C11-03: 오토바이 엔
진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리플렉터, 오토바
이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
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오토바이 백미러
CNCA-C11-01: 자동차
CNCA-C11-02: 오토바이
CNCA-C11-03: 오토바이 엔
진
CNCA-C11-04: 자동차 안전
벨트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CNCA-C11-01/A1: 자동차
(소방차)
CNCA-C18-03: 소방 설비
제품 중 이하 제품
--스프링클러제품 (온도 감
지 부품, 파이프 및 피팅,
감압 밸브, 가속기, 최종 수
질 테스트 장치, 프리 액션
용 장치, 자동 추적 및 포지
셔닝 제트 소방 장치, 워터
안개 소방 장치), 거품 분무
식 장치 (주방 장비 소방 장
치, 거품 분무식 소방 장치
), 분말 소화 설비 제품, 기
체 소방 설비 제품, 소방제
(A 형 거품 소방제, 헥사플
루오르프로판(HFC236fa)소
방제), 소화기, 소방 호스,
소방 급수 설비 제품, 저항
화재 진압 제품
CNCA-C18-04: 소방 장비
제품

CNCA-C18-01: 화재 경보
제품

장시성 난창시 신시
차오
연락 담당자: 천젠
파
전화:
0791-87669387
팩스:
0791-88430119
E-mail:
ncmjs@vip.163.
com
사이트:
www.ncmtc.com.cn
우편번호: 330024

난창오토바이품
질감독검증소유
한공사

상하이시 자딩구 안
팅전위톈난로 68 호
연락 담당자: 장수
전화:
021-69502143
팩스:
021-69502111
E-mail:
shuz@smvic.com.cn
사이트:
www.smvic.com.cn
우편번호: 201805

상하이자동차
검측인증 기술
연구센터유한공
사

상하이시 민항구 선
좡시환로 391 호
연락 담당자: 천젠
민
전화:
021-54959910
팩스:
021-54959909
E-mail:
shenjianmin@xfjyzx.
com
사이트:
www.xfjyzx.com
우편번호: 201199

공안부상하이소
방연구소

랴오닝성 선양시 황
구구 원다로
218-20 호 갑
연락 담당자: 장더
청
전화:
024-31535833

공안부선양소방
연구소

팩스:
024-31535850
E-mail:
zhangdecheng@efir
e.cn
사이트:
www.efire.cn
우편번호: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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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정소방시스템
및 내화물품질감독
검증센터

허페이통용기전제품
검측소유한공사

CNCA-C18-01: 화재 경보
제품 중 이하 제품
--선형 온도 감지 화재 탐
지기, 가정용화재 경보 제
품, 도시소방 원격 제어 제
품, 가연성 가스 경보 제품,
소방 응급 조명 및 피난 표
시 제품, 소방 안전표지, 화
재 경보 처리 설비, 119 소
방 경보 장치, 소방 차량 동
적 관리 장치
CNCA-C18-02: 화재 보호
제품
CNCA-C18-03: 소방 설비
제품 중 이하 제품
--스프링클러제품, 거품 소
방 설비 제품, 건식 분말 소
방 설비 제품, 가스 소방 설
비 제품, 소화제, 소화기, 소
방 호스, 소방 급수 설비 제
품, 화재 및 폭발 억제 제품
CNCA-C18-04: 소방 장비
제품 중 이하 제품
--소방관 개인 보호구, 소방
오토바이, 구조용품, 탈출
용품, 자기 구조 호흡기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모
터 -압축기, 가정용세탁기,
온수기, 다리미, 전기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
기,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
기, 전기밥솥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과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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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제품품질감
독검증소(랴오닝성
건축건재감독검증
소)/국가케이블품질
감독검증센터(랴오
닝)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중 이하 제품
--배전판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세라믹 타일, 콘크리트 방
동제

톈진시 시칭구 친라
이공로 푸싱로 2 호
연락 담당자: 양전
밍
전화:
022-58387855
팩스:
022-58387855
E-mail:
yangzhenming@tfri.
com.cn
사이트:
www.cncf.com.cn
우편번호: 300382

안후이성 허페이시
창장시로 888 호
연락 담당자: 취번
롄 리다오핑
전화:
0551-65335599
0551-65335670
팩스:
0551-65325105
E-mail:
ldp009@163.com
사이트:
www.gmpicn.com
우편번호: 230031
랴오닝성 선양시 경
제기술개발구 천시
3 동로 2 갑 3 호
연락 담당자: 친멍,
자오린린
전화:
024-86610662
024-23921295
팩스:
024-89308317
선양시 황구구 총산
둥로 61 호
연락 담당자: 옌페
이, 친멍
전화:
024-86610662
024-23892841
팩스:
024-86610662

공안부톈진소방
연구소

허페이통용기전
제품검측소유한
공사

랴오닝성제품품
질감독검증소
(랴오닝성건축
자재감독검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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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제품품질감독검
증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8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GB/T 5023.5
을 적용한 60227
IEC41(RTPVR)모델 제품,
GB/T 5023.7 을 적용한
60227 IEC74(RVVYP)모델
제품 )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전기 장판, 전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구

65

66

67

062
02

063
01

064
01

국가차용고무제품품
질감독검증센터/선
양제품품질감독검증
소

톈진천전전공설비검
측유한공사

간쑤기기과학연구소
(국가고저압 기기
품질감독검증센터/
국가스마트그리드변
전설비 품질감독검
증센터)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6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6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퓨즈 조합 스위
치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자동 전환 스위치 기기, 설
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
사용도의 전자 기계 접촉기,
MCB, RCCB(제외 B 형
RCCB), RCBO(제외 B 형
RCBO), 잔여 전류 동작 릴
레이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30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315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랴오닝성 선양시 경
제기술개발구 시허
시베이가 6 호
연락 담당자: 리나
전화:
024-25893230
팩스:
024-25893230
E-mail:
13604906252@126.
com
사이트:
www.syzjy.com
우편번호: 110144
연락 담당자: 류창
전화:
024-62832910
E-mail:
281381379@qq.co
m
선양경제기술개발구
시허시베이가 6 호
연락 담당자: 푸하
이타오
전화: 13504988250
팩스:
024-25890601
E-mail:
f312003@126.com
사이트:
www.syzjy.com
우편번호: 110144

선양제품품질감
독검증소

선양제품품질감
독검증소

톈진시 둥리개발구
신퉁로 6 호
연락 담당자: 왕춘
우
전화:
022-24981806
팩스:
022-84376022
E-mail:
wangchunwu@tried
.com.cn
사이트:
www.ccdt-tj.com
우편번호: 300300

톈진천전전공설
비검측유한공사

간쑤성 톈수이시 타
이저우구 창카이로
6-6 호
연락 담당자: 후신
밍
전화:
0938-8381214
팩스:
0938-8381214
E-mail:
neic01@163.com

간쑤기기 과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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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전기제품검측센
터

준이시제품품질검증
검측소

기계공업저압방폭기
기제품품질감독검측
센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접근 스위치, 자동 전환 스
위치 기기, 설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자 기
계 접촉기, MCB, RCCB(제
외 B 형 RCCB), RCBO(제외
B 형 RCBO), PRCD, 잔여 전
류 동작 릴레이, 저압 퓨즈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중 이하 제품 (단
기 내 전류 강도 420V 65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모선간선시스템(모선
슬롯), 배전판, 저압 세트 무
효 전력 보상 장치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65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시동기, 전자 기계 제
어 회로 기기, 자동 전환 스
위치 기기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2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2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자동 전환 스위치 기기, 설
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
사용도 전자 기계 접촉기,
MCB, SMCB, RCCB, RCBO,
PRCD, SRCD, 잔여 전류보
호 릴레이, 저압 퓨즈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중 이하 제품 (단
기 내 전류 강도 420V
100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모선간선시스템(모선
슬롯), 배전판, 건축공지용
세트 설비, 저압 세트 무효
전력 보상 장치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0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시동기, 전자 기계 제
어 회로 기기, 제어 및 보호

사이트:
www.gsdky.cn
우편번호: 741018

충칭시 위중구 홍옌
춘 99 호
연락 담당자: 랴오
자추
전화:
023-63301736
팩스:
023-63318968
E-mail:
liaojiaqiu@163.com

충칭전기제품검
측센터

준이시 휘이촨구 상
하이로 126 호
연락 담당자: 장쭝
친
전화:
0852-8624009
팩스:
0852-8622627
E-mail:
czyjs@czyjs.sina.net
사이트:
www.gzzyjc.cn
우편번호: 563002

준이시제품품질
검증검측소

선양시 위홍구 차오
후가 10 호
연락 담당자: 톈제
전화:
024-85831461
팩스:
024-25313368
E-mail:
sytianjie@sina.cn
사이트:
www.fbdqhy.com
우편번호: 110141

선양전기전동연
구소(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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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기전제품품질
검측소

스위치 기기, 자동 전환 스
위치 기기, 저압 퓨즈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중 이하 제품 (단
기 내 전류 강도 420V
100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모선간선시스템(모선
슬롯), 배전판, 저압 세트 무
효 전력 보상 장치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2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자동 전환 스위치 기기, 설
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
사용도 전자 기계 접촉기,
MCB, SMCB, RCCB, RCBO,
PRCD, SRCD, 잔여 전류 동
작 릴레이, 저압 퓨즈
CNCA-C06-01: 전기 용접기
중 이하 제품
--소형 교류 아크 용접기,
교류 아크 용접기, 직류 아
크 용접기, TIG 아크 용접기,
MIG/MAG 아크 용접기, 플
라스마 아크 용접기, 플라스
마 아크 커팅기, 전기 저항
용접기

CNCA-C04-01: 소출력 모터

72

069
01

베이징중인검측기술
서비스유한공사

CNCA-C05-01: 전동 공구
중 이하 제품
--전기 드릴,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
전기 그라인더, 샌더, 원형
톱, 전기 해머, 전기 가위,
태퍼, 컷소, 삽입식 콘크리
트 진동기, 전기 대패, 전동
전지 가위, 전기 밀러 및 트
리머, 전기 석재 절단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온수기, 실내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기구,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렌
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저장성 항저우시 핀
장구 먀오허우왕로
125 호
연락 담당자: 두량
전화:
0571-88023690
팩스:
0571-88281776
E-mail:
liangd298@163.co
m
사이트:
www.ztme.com
우편번호: 310051

저장성기전제품
품질검측소

저장성 린안시 칭산
후촹예가도 28 호
연락 담당자: 허차
오후이
전화:
0571-61132002
팩스:
0571-61132009
E-mail:
hechaohui@126.co
m
저장성 항저우시 핀
장구 먀오허우왕로
125 호/저장성 린안
시 칭산후촹예가도
28 호
연락 담당자: 허차
오후이
베이징경제기술개발
구 룽화중로 16 호
연락 담당자: 허리
잉
전화:
010-67888592
팩스:
010-67863835
E-mail:
hey@bjciq.gov.cn

베이징중인검측
기술서비스유한
공사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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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출입국검증검역
국검증검역기술센터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
의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
정용 및 유사용도 )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74

75

071
01

072
01

사이트:
www.cqc-ts.com
우편번호: 100176
푸저우시 마웨이구
장빈둥대도 75 호
연락 담당자: 량밍
전화:
0591-87065505
팩스:
0591-87065500
E-mail:
1052948629@qq.co
m
사이트:
www.fjiqtc.gov.cn
우편번호: 350003

푸젠출입국검증
검역국검증검역
기술센터

푸안시판중공업구
푸저우시 마웨이구
장빈둥대도 75 호/
푸저우시 창산구 진
저우베이로 15 호
푸젠성 샤먼시 지메
이구 제난로 37 호
연락 담당자: 웨이
위잔
전화:
0592-6228596
팩스:
0592-6228591
E-mail:
weiyz@xmciq.gov.c
n
사이트:
www.xmciqtech.gov.
cn
우편번호: 361012

샤먼출입국검증검역
국검증검역기술센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
--선풍기, 진공청소기, 다리
미,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기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
솥

우한제품품질감독검
증소(국가케이블제
품품질감독검증센터
(우한))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 5013.4 을 적용한
227 IEC 51(RX)모델 제품,
GB/T 5023.5 을 적용한
60227 IEC 41(RTPVR)모델
제품, GB/T 5023.7 을 적용
한 60227 IEC 74(RVVYP) 모
델 제품 )

후베이성 둥시후구
진인후둥 2 로 5 호
연락 담당자: 왕위
훙
전화:
027-68853759
팩스: 027-5795691
E-mail:
zbs@whzj.org.cn

우한제품품질감
독검증소

우한시 경제기술개
발구 취안리베이로
연락 담당자: 저우
이
전화:
027-68853759
E-mail∶
1418602950@qq.co
m
사이트:
www.whzj.org.cn

우한제품품질감
독검증소

시안시 시안닝시로
30 호

산시성제품품질
감독검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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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제품품질감독검
증소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전기 장판, 전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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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제품품질감독
검증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샤먼출입국검증
검역국검증검역
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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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특종케이블제품
품질감독검증센터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Rx 시리즈 제품, GB/T
5013.8 을 적용한 모델 제
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c(TVV)모델 제
품, GB/T 5023.7 을 적용한
60227 IEC 74(RVVYP) 모델
제품 )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 5013.4 을 적용한
227 IEC 51(RX)모델, GB/T
5013.7 을 적용한 모델 제
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c(TVV)모델 제
품 )

연락 담당자: 왕빈
부
전화:
029-62653939
E-mail:
jssbk@163.com

허베이성 닝진현 신
싱로 103 호
연락 담당자: 한광
전화:
0311-67568575
팩스:
0311-67568575
E-mail:
Hg1963@sina.com

허베이성제품품
질감독연구소

허베이성제품품
질감독검증연구
소

허베이성제품품질감
독검증연구소

CNCA-C11-15: 오토바이 헬
멧

허베이성 스자좡시
루취안구 상좡대가
성질검측센터
연락 담당자: 톈쉬,
슝웨이
전화:
0311-83895603,
83895656
사이트:
www.hbzjy.com
우편번호: 050227

지린성제품품질감독
검증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7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GB/T 5013.8
을 적용한 모델 제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c(TVV)모델 제품 )

지린성 장춘시 난관
구 동난후대로
1088 호
전화:
0431-85237231
E-mail:
liuzhigang5818@16
3.com

지린성제품품질
감독검증소

톈진시제품품질감독
검측 기술 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과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톈진시 화위안찬예
구 카이화도 26 호
연락 담당자: 류핑
전화:
022-23078930
팩스:
022-23078631
E-mail:
Zhiliang8638@163.c
om

톈진시제품품질
감독검측 기술
연구소

후난성제품품질감독
검증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Rx 시리즈 제품, GB/T
5013.5 을 적용한 모델 제
품, GB/T 5013.7 을 적용한
모델 제품, GB/T 5013.8 을
적용한 모델 제품, GB/T
5023.5 을 적용한 60227 IEC
41(RTPVR)모델 제품, GB/T
5023.6 을 적용한 모델 제
품, GB/T 5023.7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후난성 창사시 위화
구 신젠시로 189 호
연락 담당자: 류핑,
탕링
전화:
0731-85350641
0731-85535825
팩스:
0731-85557071
E-mail:
1085651960@qq.co
m

후난성제품품질
감독검증연구소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
도 (제외 컨버터 제품(해외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소캣
혹은 콘센트)및 중국 표준
적용 조합홀의 연장선 콘센
트 제품 (전선 연장 부품))),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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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제품품질감독
검증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4 을 적용
한 227 IEC51(RX)모델 제품,
GB/T 5023.5 을 적용한
60227 IEC 41(RTPVR)모델
제품, GB/T 5023.7 을 적용
한 60227 IEC 74(RVVYP)모
델 제품 )

CNCA-C01-01: 케이블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8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GB/T
5023.6~.7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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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제품품질감독
검증연구소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
도 (제외 컨버터 제품(해외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소캣
혹은 콘센트)및 중국 표준
적용 조합홀의 연장선 콘센
트 제품 (전선 연장 부품))),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
치 기기 부품케이스
CNCA-C05-01: 전동공구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정저우시 둥밍로
북 17 호
연락 담당자: 왕용
전화:
0371-55015003
팩스:
0371-63318907
E-mail:
wywyx111@163.co
m
사이트:
www.zz315.com
우편번호: 450004

허난성제품품질
감독검증소

이싱시 신제가도 뤼
위안로 500 호
전화:
0510-80713755
0510-80713702
E-mail:
jszjgyp@163.com
쉬저우시 신청구 산
업단지
연락 담당자: 수이
리민
전화:
025-84470228
팩스:
025-84470203
E-mail:
13515121212@yeah
.net
사이트:
www.jszj.net.cn

장쑤성 난징시 광화
둥가 5 호
연락 담당자: 수이
리민
전화:
025-84470228
팩스:
025-84470203
E-mail:
13515121212@yeah
.net
사이트:
www.jszj.net.cn
우편번호: 210007

장쑤성제품품질
감독검증연구소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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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시제품품질감독
검증센터/국가경량
형전동차및배터리제
품품질감독검증센터

베이징시제품품질감
독검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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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제품품질감
독검증소자동차 검
측센터(국가자동차
품질감독검증센터
(베이징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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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스이제품품질검
측유한책임공사

CNCA-C06-01: 전기 용접기
중 이하 제품
--소형 교류 아크 용접기,
교류 아크 용접기, 직류 아
크 용접기, TIG 아크 용접기,
MIG/MAG 아크 용접기, 침
지 아크 용접기
CNCA-C11-02: 오토바이 중
이하 제품
--전동 오토바이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5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GB/T 5013.7
을 적용한 모델 제품, GB/T
5013.8 을 적용한 모델 제
품, GB/T 5023.5 을 적용한
60227 IEC 41(RTPVR)모델
제품, GB/T 5023.6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GB/T 5023.7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중 이하 제품
--배전판
CNCA-C11-01: 자동차 (단
일 차량 인증) 중 이하 제품
--총 품질≤3500kg 의 M, N
류 차량 및 O 류 차량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자동차 백미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3: 차량 반사
표시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장쑤성 쑤저우시 우
중구 우중대도
1368 호
연락 담당자: 수이
리민
전화:
025-84470228
팩스:
025-84470203
E-mail:
13515121212@yeah
.net
사이트:
www.jszj.net.cn
우편번호: 215104
우시시 둥팅춘신둥
로 8호
연락 담당자: 궁하
오
전화:
0510-88208722
18961779015
팩스:
0510-88204261
E-mail:
gonghao@wxzjs.co
m

우시시제품품질
감독검증원

베이징시 순이구 순
싱로 9 호
연락 담당자: 가오
판
전화:
010-57520908
팩스:
010-57520904
E-mail:
zjs@bqi.gov.cn

베이징시제품품
질감독검증소

베이징시 순이구 순
싱로 9 호
연락 담당자: 양린
전화:
010-57521163
팩스:
010-57521186
E-mail:
batc_zlb_yl@126.co
m
우편번호: 101300

베이징시제품품
질감독검증소

충칭시 위중구 자빈
로 151 호

충칭스이제품품
질검측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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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시제품품질감독
검증연구소

온저우시품질기술감
독검측소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
이블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
도 (제외 컨버터 제품(해외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소캣
혹은 콘센트)및 중국 표준
적용 조합홀의 연장선 콘센
트 제품 (전선 연장 부품))),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연락 담당자: 장원,
천친
전화:
023-63724062
023-63841535-803
팩스:
023-63521360
E-mail:
zw.6806@163.com
505957720@qq.co
m
사이트:
www.ccccq.org
우편번호: 400010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이동용 단말기

연락 담당자: 장저
우
전화:
023-63841535
팩스:
023-63521360
E-mail:
271817890@qq.co
m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
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고정식 일반 램프, 이동식
일반 램프, 매립형 램프, 전
원소켓 설치 야간 조명, 플
로어매립형 램프, 형광등안
정기, 방전등(형광등 제외)
용 안정기, 형광등용 교류전
자안정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온수기, 실
내히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오븐, 전동 식
품 가공 기기, 전기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
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공업용 ), 기구
커플러,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
케이스,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저장성 닝보시 항저
우 완신구 빈하이 5
로 남측
연락 담당자: 왕취
안린
전화:
0574-55126633
13738427529
팩스:
0574-87889216
E-mail:
quanlinwang@163.c
om
사이트:
www.nbzjy.cn
우편번호: 315048

공사

닝보시제품품질
감독검증연구소

저장성 닝보시 츠시
시젠로 99 호

저장성 원저우 경제
기술개발구 빈하이
단지 11 로 2408 호
연락 담당자: 팡원
즈, 루리용
전화:
0577-86909112
0577-86909115
팩스:
0577-86909110
0577-86909115

원저우시 품질
기술 감독검측
소

CNCA-C11-15: 오토바이 헬
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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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베이전력기기제품
품질검측소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중 이하 제품 (단
기 내 전류 강도 420V 63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산동출입국검증검역
국검증검역기술센터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JB/T 8734.6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
CNCA-C04-01: 소출력 모터

장쑤성전자정보제품
품질감독검증연구소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항저우시품질기술감
독검측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8 을 적용
한 60245 IEC 89(RQB)모델
제품, GB/T 5023.5 을 적용
한 60227 IEC 41(RTPVR)모
델 제품, GB/T 5023.7 을 적
용한 60227 IEC 74(RVVYP)
모델 제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c(TVV)
모델 제품 )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고정식 일반 램프, 삽입식
일반 램프, 이동식 일반 램
프, 수족관 조명, 전원콘센
트 설치 수면등, 매립형 램
프, 플로어 매립형 램프, 형
광등용 교류 전자 안정기,

E-mail:
fangwz_1202@163.c
om
luliyong513@126.c
om
사이트:
www.zhejian.com
우편번호: 325000
랴오닝성 선양시 선
베이신구 후스타이
전난
연락 담당자: 톈융
전화: 13514254322
팩스:
024-89874900
E-mail:
13514254322@126.
com
칭다오시 취탕샤로
70 호
연락 담당자: 왕후
이융
전화:
0532-80885537
팩스:
0532-80885537
사이트:
www.sdiptc.org
우편번호: 266002
장쑤성 우시시 진수
이로 100 호
연락 담당자: 양둥
옌, 친펑
전화:
0510-85110601
0510-85105775
팩스:
0510-85104572
0510-85110601
E-mail:
hs@jnlab.com
qf@jnlab.org
사이트:
www.jnab.org
우편번호: 214073
저장성 항저우시 주
환로 50 호
연락 담당자: 왕다
(王达)
전화:
0571-81995099
팩스:
0571-85374918
E-mail:
12810830@qq.com
사이트:
www.hzzjy.net
우편번호: 310019

저장성 항저우시 첸
장경제개발구 싱궈
로 503 호 4 호루

동북전력과학연
구소유한공사

산동출입국검증
검역국검증검역
기술센터

장쑤성전자정보
제품품질감독검
증연구소

항저우시품질기
술감독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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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제품품질감
독검증연구소

충칭시자동차품질감
독검증센터(국가오
토바이 품질감독검
증센터(충칭))

LED 모듈용 직류 혹은 교류
전자 제어 장치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13.8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c(TVV)모델 제품 )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전기 장판, 전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구를 제
외한 기타 제품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2: 오토바이
CNCA-C11-03: 오토바이 엔
진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리플렉터, 오토바
이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
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오토바이 백미러

97

091
01

국가무선검측센터검
측센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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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페인트품질감독
검증센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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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학건축자재테
스트센터(자재테스
트부)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안후이성 허페이시
바오허 공업단지 옌
안로 13 호
연락 담당자: 쉬안
핑, 진아이용
전화:
0551-63356289
0551-63356315
팩스:
0551-63356286
E-mail:
jay3700@163.com
사이트:
www.ahzjy.org.cn
우편번호: 230051

충칭시 베이부신구
후이싱로 1 호
연락 담당자: 탄룽,
양젠중
전화:
023-86305436
023-86305412
팩스:
023-86305440
E-mail:
tanlong@cmhk.com
yangjianzhong@cm
hk.com
베이징시 스징산구
스싱대가 30 호원
15 동/베이징시 다
싱구 베이창춘자오
자창
연락 담당자: 왕원
젠
전화: 13910628226
팩스:
010-57996388
E-mail:
wangwenjian@srtc.
org.cn
사이트:
www.srtc.org.cn
우편번호: 100041
장쑤성 창저우시 롱
장중로 22 호
연락 담당자: 류린,
저우원페이
전화:
0519-83295116
0519-83971609
팩스:
0519-83299560
0519-83971609
베이징시 차오양구
베이산환둥로 14 호

안후이성제품품
질감독검증연구
소

충칭시자동차품
질감독검증센터

국가무선검측센
터검측센터

중하이유창저우
페인트화공연구
소유한공사

중국석유화공유
한책임공사베이
징화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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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합성재료연구
소유한공사/화학공
업합성재료노화품질
감독검증센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광저우품질감독검측
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
이블(제외 GB/T 5023.6,
GB/T 5023.7, JB/T 8734.6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가정용세탁
기, 온수기, 실내히터, 진공
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기
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
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
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
기밥솥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CNCA-C22-02: 완구 제품
중 이하 제품
--금속 완구류 제품

국가건축위생도기품
질감독검증센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세라믹 타일

푸산시품질계량감독
검측센터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연락 담당자: 양용,
저둥메이
전화:
010-59202465
010-59202733
팩스:
010-84290301
광둥성 광저우시 톈
허구 탕샤처베이시
로 396 호
연락 담당자: 셰위
팡
전화:
020-32373200
팩스:
020-32373159

광저우시 판위구 스
로차오텐공업구 주
장로 1-2 호
연락 담당자: 주리
핑
전화:
020-83179030
팩스:
020-83390780
E-mail:
zb@qmark.com.cn
사이트:
www.qmark.com.cn
우편번호: 511447

산시성 센양시 친두
구 웨이양시로 35 호
연락 담당자: 장웨
이싱
전화:
029-38136072
팩스:
029-33575203
광둥성 푸산시 난하
이구 스산진 과기시
로 2호
연락 담당자: 사메
이, 장가오치
전화:
0757-88713192,
88735288
팩스:
0757-88735555-22
E-mail:
fszjwb@163.com
fshanggaoqi@163.c
om
사이트:
www.fszjzx.com
우편번호: 528225

광저우합성재료
연구소유한공사

광저우품질감독
검측연구소

중국건재검증인
증 그룹(장시)유
한공사

푸산시품질계량
감독검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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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자동차검측센터
유한공사(국가중형
자동차품질감독검증
센터)

신장위구르자치구제
품품질감독검증연구
소

후베이성전력공사전
력과학연구소

닝보출입국검증검역
국검증검역기술센터
/닝보중성제품검측
유한공사

CNCA-C11-15: 오토바이 헬
멧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세라
믹 타일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자동차 백미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1-12: 자동차 시트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11-01: 자동차 중
이하 제품
--N, O 류 자동차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
이블(제외 GB/T 5023.6 을
적용한 모델 제품, GB/T
5023.7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중 이하 제품
--배전판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중 이하 제품 (단
기 내 전류 강도 420V
100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모선간선시스템(모선
슬롯), 배전판, 저압 세트 무
효 전력 보상 장치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온수기, 실내히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
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
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레인지 후드,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광둥성 푸산시 찬청
구 지환시로 뤄거공
업위안 커후이로 2
호
연락 담당자: 간펑
전화:
0757-88036990
팩스:
0757-88036866
E-mail:
gdfsgf@163.com
우편번호: 528061

산동성 지난시 가오
신구 화아오로 777
호
연락 담당자: 쑨리
전화:
0531-85586162
팩스:
0531-85586176

지난자동차검측
센터유한공사

신장 우루무치시 허
베이둥로 188 호
연락 담당자: 장랴
오성, 왕아이둥
전화:
0991-3191170
0991-3191160
팩스:
0991-3191171
0991-3191161
E-mail:
wad1117@163.com
zhangliaosheng.1@
163.com

신장위구르자치
구제품품질감독
검증연구소

후베이성 우한시 쉬
둥대가 227 호
전화:
027-88566011
E-mail:
yusy63@163.com

후베이성전력공
사전력과학연구
소

저장성 닝보시 가오
신구 칭이로 66 호/
저장성 닝보시 츠시
시 싱젠로 99 호/위
야오시 청둥신구 솽
허로 위야오시 커촹
센터 2 호루
연락 담당자: 훙위
광
전화:
0574-86813877
팩스:
0574-86813876

닝보중성제품검
측유한공사

E-mail:
13957433353@163.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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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
이블(제외 GB/T5023.5 을 적
용한 60227 IEC 41(RTPVR)
모델 제품, GB/T 5023.7 을
적용한 60227 IEC
74(RVVYP)모델 제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c(TVV)모델 제품 )

장시성 난창시 장다
난로 9 호
연락 담당자: 후샤
오윈
전화:
0791-88331420
E-mail:
hxy666@163.com

장시성제품품질
감독검측소

후베이성제품품질감
독검증연구소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우한시 우창구 궁핑
로 6호
연락 담당자: 야오
펑
전화:
027-88219972

후베이성제품품
질감독검증연구
소

충칭시계량품질검측
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GB/T 5013.3~.6, JB/T
8735.2, GB/T 5023.3~.5,
GB/T 5023.7, JB/T
8734.2~.5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3-01: 안전유리중
이하 제품
--건축안전유리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충칭시 위베이구 양
류베이로 1 호
연락 담당자: 리리
전화:
023-89232097
팩스:
023-67951136
E-mail:
lili@cqjz.com.cn
사이트:
www.cqjz.com.cn
우편번호: 401123

충칭시계량품질
검측연구소

장시성제품품질감독
검측소

장시출입국검증검역
국징더전도기검측센
터

장수대학차량제품실
험실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세라믹 타일
CNCA-C11-05: 자동차
CNCA-C11-07: 자동차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용품

경적
외부
간접
실내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11
3

110
01

중기환위자동차 검
증센터유한공사

CNCA-C11-04: 자동차 안전
벨트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자동차 백미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장시성 징더전시 타
오두대도 910 호
연락 담당자: 위안
원잔
전화:
0798-8330253
장쑤성 전장시 쉐푸
로 301 호
연락 담당자: 루융
전화:
0511-88791797
팩스:
0511-88780220
장쑤성 창저우시 신
베이구 멍허진 샤오
허푸핑로 19-1 호
베이징시 다싱구 베
이장춘전 톈롱가
32 호
연락 담당자: 양신
잉
전화:
010-60273218
팩스:
010-60279702
E-mail:
lab@cccap.org.cn

징더전출입국검
증검역국

장수대학

중기환위자동차
검증센터유한공
사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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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자동차차량부품
연구소품질감독검증
센터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자동차 백미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0: 자동차 도어
록 및 도어 리테이너

장쑤성차량용조명기
기제품품질감독검증
센터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국가도로교통안전제
품품질감독검증센터
(공안부교통안전제
품품질감독검측센
터)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리플렉터,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전조등, 안개등, 역전등, 방
향등, 주차등, 측면 표시등
을 제외한 기타 자동차 외
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오토바이 외부 조명 및 광
신호 장치 (오토바이 번호판
등, 라이트 오토바이 번호판
등 및 전조등)
CNCA-C11-13: 차량 반사
표시
CNCA-C11-14: 자동차 주행
기록기
CNCA-C11-15: 오토바이 헬
멧

국가자동차 부품 제
품품질감독검증센터
(장춘)

CNCA-C11-06: 자동차 브레
이크 호스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장춘시제품품질감독
검증소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
신호 장치

사이트:
www.cccap.org.cn
우편번호: 310012
후베이성 우한시 차
오커우구 구톈 5 로
17 호
연락 담당자: 가오
민
전화:
027-82318175-801
팩스:
027-82302973
E-mail:
whcfs@ponytest.co
m
장쑤성 단양시 신차
오진 중신로 19 호
연락 담당자: 천나,
왕후이핑
전화:
0511-86357899
0511-86302799
팩스:
0511-86357899
E-mail:
jscdsys@yahoo.com
.cn

장쑤성 우시시 첸룽
로 88 호
연락 담당자: 쩌우
융랑, 장쥔
전화:
0510-85511602
0510-85511853
13961861182
팩스:
0510-85503152
E-mail:
jczx001@126.com
3056283@qq.com

장춘시 난후다로
6888 호
연락 담당자: 리훙
취안
전화:
0431-85546499
13843177000
팩스:
0431-85510488
E-mail:
lihongquan928@16
3.com
장춘시 난후다로
6888 호
연락 담당자: 왕자
전화:
0431-82535050
팩스:
0431-82535078

우한자동차차량
부품연구소품질
감독검증센터

단양시검증검측
센터

공안부교통관리
과학연구소

장춘시제품품질
감독검증소

장춘시제품품질
감독검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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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양저
우수출입완구검증소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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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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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검증검역자전거
검측센터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아동 자전거, 아동 세발
자전거, 유모차, 보행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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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둥출입국검증검역
국아오둥완구 검측
센터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전동 유모차, 완구 자전거,
기타 완구 차량
CNCA-C22-02: 완구 제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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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전출입국검증검역
국완구검측기술센터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아동 자전거, 전동 유모차,
기타 완구 차량
CNCA-C22-02: 완구 제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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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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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완구품질감독검
증센터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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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01

베이징출입국검증검
역국검증검역기술센
터

CNCA-C22-02: 완구 제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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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01

국가자전거전동자전
거품질감독검증센터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E-mail:
13844007654@163.
com
장쑤성 양저우시 카
이파시로 6 호
전화:
0514-87869580
쿤산시 웨이청난로
1699 호
연락 담당자: 첸례
후이
전화:
0512-57379763
팩스:
0512-57372425
E-mail:
jsbtc@163.com
광둥성 산터우시 청
하이구 와이징빌딩
(324 국도령 정로단)
연락 담당자: 쉬샤
오양
전화:
0754-85859644
팩스:
0754-85859540
E-mail:
stjszxwj@st.gdciq.g
ov.cn
광둥성 선전시 푸톈
구 푸창로 1011 호/
선전시 뤄후구 허핑
로 2049 호 허핑빌
딩 B 좌 6 로/광둥성
선전시 바오안국제
공항도 10 호 CIQ 대
로 1, 4 로
연락 담당자: 둥푸
인
전화:
0755-83886164
팩스:
0755-83396455
상하이시 진샨구 추
실루 88 호 A 대로
A4 1-3cmd
연락 담당자: 리쥐
안
전화: 15900681584
팩스:
021-37285075
E-mail:
lijuan@cciclab.com
사이트:
www.cciclab.com
우편번호: 200436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베이왕전더정로
10 호 4 층
연락 담당자: 가오
신
전화:
010-58648735
팩스:
010-82403682
톈진시 난카이구 황
허도 501 호

중화인민공화국
양저우수출입완
구검증소

쿤산제품안전검
증소

산터우출입국검
증검역국검증검
역기술센터

선전출입국검증
검역국완구검측
기술센터

중검그룹리화검
측유한공사

베이징출입국검
증검역국검증검
역기술센터

톈진시자전거연
구소

--아동 자전거, 아동 세발
자전거, 유모차, 보행기

122
01

농업부농업기계시험
검증소/국가트랙터
품질감독검증센터
(베이징)

CNCA-C14-01: 농기계 제품
중 이하 제품
--휠 트랙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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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양시위안차량및동
력검증소유한공사
(국가트랙터품질감
독검증센터)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11: 자동차 연료
탱크
CNCA-C14-01: 농기계 제품
중 이하 제품
--휠 트랙터

12
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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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농업기계제품
품질감독검증소

CNCA-C14-01: 농기계 제품
중 이하 제품
--휠 트랙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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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업트랙터농업
용운수차제품품질검
측센터/지린대학차
량제품검측실험실

CNCA-C14-01: 농기계 제품
중 이하 제품
--휠 트랙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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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쓰촨성농업기계검증
소

CNCA-C14-01: 농기계 제품
중 이하 제품
--식물 보호 기계(배낭 분무
기, 배낭 전동 분무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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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시시출입국검증검
역국종합기술서비스
센터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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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담당자: 쉬쥔
리
전화:
022-27363036
팩스:
022-27640673
베이징시 차오양구
둥산환난로 96 호
연락 담당자: 리잉
제
전화:
010-59199061
팩스:
010-59199062
허난성 뤄양시 젠시
구 시위안로 39 호/
허난성 뤄양시 젠시
구 왕샹로 206 호
연락 담당자: 리징
중, 랑즈중
전화:
0379-62690108
0379-62690111
팩스:
0379-64967099
E-mail:
cottec@vip.163.com
사이트:
www.tractorinfo.co
m
우편번호: 471039
산동성 지난시 상위
안로 19 호/산동성
지난시 장웨자오위
안대가 53 호
연락 담당자: 장보
전화:
0531-88623868
팩스:
0531-88623868
지린성 장춘시 런민
대가 5988 호 지린
대학차량 제품 검측
실험실
연락 담당자: 펑옌
훙
전화:
0431-85681966
팩스:
0431-85695947
쓰촨성 청두시 진뉴
구 인사시가 19 호
연락 담당자: 미훙
유
전화:
028-87613473
팩스:
028-87607892
저장성 츠시시 과기
로 389 호
연락 담당자: 롼젠
먀오
전화:
0574-63032236
팩스:
0574-63032236
우편번호: 315300

농업부농업기계
시험검증소

뤄양시위안차량
및동력검증소유
한공사

산동성농압기계
과학연구소

지린대학

쓰촨성농업기계
검증소

츠시시출입국검
증검역국종합기
술서비스센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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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01

130
01

국가자동차품질감독
검증센터(베이징 퉁
저우)

전장시제품품질감독
검증센터/국가중저
압배전설비품질감독
검증센터

중인잉타이검측기술
유한공사

CNCA-C11-01: 자동차 중
이하 제품
--M3, 0 류 자동차 제품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
이블(GB/T 5023.5 을 적용
한 60227 IEC 41(RTPVR)모
델 제품 )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6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24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자동 전
환 스위치 기기, 설비 용 개
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的
전자 기계 접촉기, MCB(교
류 제품에 한함), RCCB(제외
B 형 RCCB), RCBO(제외 B
형 RCBO), PRCD, 잔여 전
류 동작 릴레이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5-01: 전동 공구
중 이하 제품
--전기 드릴,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및 임팩트 렌치,
전기 그라인더, 샌더, 원형
톱, 전기 해머, 전기 가위,
태퍼, 컷소, 전기 체인톱, 전
기 대패, 전동 전지 가위,
전기 밀러 및 트리머, 전기
석재 절단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전기 장판, 전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구를 제
외한 기타 제품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중 이하 제품
--수상관(CRT)을 제외한 기
타 제품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팩스, 모뎀(카드 포함), 유
선 전화 단말기기 및 전화
기 추가 장치, 그룹전화,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
말기

베이징시 퉁저우구
마쥐차오전 다두사
연락 담당자: 류위
안펑
전화:
010-61585618
팩스:
010-61585490

교통운수부공로
과학연구소

장쑤성 전장신구 강
난로 333 호
연락 담당자: 딩즈
둥
전화:
0511-83996108
팩스:
0511-83996076
E-mail:
gjzjcjb@163.com
사이트:
www.ccqte.com
우편번호: 212009

전장시제품품질
감독검증센터

장쑤성 쑤저우시 우
중구 우중대도
1368 호
연락 담당자: 장잉
룽
전화:
0512-66303621
팩스:
0512-66303621
E-mail:
cqc_jiangyl@126.co
m
사이트:
www.cqc-it.com
우편번호: 215104

중인잉타이검측
기술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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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페인트품질감독
검증센터

CNCA-C18-02: 화재 보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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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01

청두삼방전기유한공
사

CNCA-C06-01: 전기 용접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WCDMA 이동용 단말기를
제외한 기타 제품

CNCA-C10-01: 조명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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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통신단말기
제품품질감독검증센
터/국가통신단말기
제품품질감독검증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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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중산시질량계
량감독검측소(국가
등구품질감독검증센
터(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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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시제품품질감독
검증소(국가반도체
LED 응용제품품질감
독검증센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 고강도 기체 방전등용
전자 안정기를 제외한 기타
제품

CNCA-C22-02: 완구 제품
중 이하 제품

쓰촨 청두 장옌시
두장촌 위주이 실험
기지
연락 담당자: 청다
오빈
전화:
028-87516751
팩스:
028-87516330
E-mail:
cdbfire_119@126.co
m
사이트:
www.fire-testing.net
우편번호: 610036
쓰촨 청두시 둥산환
로 2 단룽탄공업구
항톈로 24 호
연락 담당자: 싱쥔
전화:
028-84216623
팩스:
028-84216690
E-mail:
yqx@cdsfe.com
광둥성 허위안시 가
오신지슈개발구 커
지대도
연락 담당자: 뤄젠
(骆建)
전화:
0762-3607181
팩스:
0762-3603336
E-mail:
hzljian@126.com
사이트:
www.ncct.org.cn
우편번호: 517001
광둥성 중산시 둥구
보아이 6 로 48 호
연락 담당자: 펑전
젠
전화:
0760-88320103
13392928868
팩스:
0760-88381175
E-mail:
13392928868@126.
com
푸젠성 샤먼시 샹안
산업구 샹싱로 88 호
위청센터
연락 담당자: 푸눠
이
전화:
0592-2699790
팩스:
0592-2699700
E-mail:
funuoyi@126.com
사이트:
www.ntclxm.com
우편번호: 361000
푸젠성 새먼시 스밍
구 후빈난로 170 호

공안부톈진소방
연구소

청두삼방전기유
한공사

광둥성통신단말
기 제품품질감
독검증센터

광둥성중산시품
질계량감독검측
소

샤먼시제품품질
감독검증소

-- 탄력 완구류 제품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제외 컨버터
제품(해외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소캣 혹은 콘센트)및
중국 표준 적용 조합홀의
연장선 콘센트 제품 (전선
연장 부품))), 가정용 및 유
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
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정
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
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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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시품질 기술
감독종합검증검측센
터(쑤저우시제품품
질감독검증소, 쑤저
우시품질인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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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저우광전기제품
검측센터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고정식 일반 램프, 매립형
램프, 이동식 일반 램프

기계공업전용자동차
제품품질검측센터

CNCA-C11-01:
이하 제품
--전용 자동차
CNCA-C11-05:
CNCA-C11-09:
용품
CNCA-C11-11: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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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오토바이및부품
품질감독검증센터
(광둥)

자동차 중
자동차 경적
자동차 실내
자동차 연료

CNCA-C11-02: 오토바이
CNCA-C11-03: 오토바이 엔
진
CNCA-C11-05: 자동차 경적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리플렉터, 오토바
이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
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중 이하 제품
--오토바이 백미러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중 이하 제품

3로
연락 담당자: 린위
안훙
전화:
0592-2699762
팩스:
0592-2699797
E-mail:
linyuanhong@xmzjy
.org
사이트: www.
xmzjy.org
우편번호: 361004
장쑤성 쑤저우시 우
중구 우중대도
1368 호 B 로
연락 담당자: 천싱
후이
전화:
0512-65137116
팩스:
0512-65137116
E-mail:
chenxinghui72@sin
a.com
사이트:
www.szzjzx.cn
우편번호: 215104
장쑤성 양저우시 카
이파시로 10 호
연락 담당자: 류신,
자오원
전화:
0514-87862465
팩스:
0514-87885882
E-mail:
liux1965@126.com
zen3306@hotmail.c
om
우한시 경제기술개
발구 둔양대도 318
호
연락 담당자: 왕웨
이
전화:
027-84298086
13647200727
팩스:
027-84298053
E-mail:
wangwei@catarc.ac.
cn
광둥성 장먼시 젠
셔 3 로 48 호
언락처: 지우제
전화:
0750-3286126
팩스:
0750-3286125
E-mail:
qiujie7788@126.co
m
사이트:
www.cnmtcgd.com
우편번호: 529000

쑤저우시품질
기술감독종합검
증검측센터(쑤
저우시제품품질
감독검증소, 쑤
저우시품질인증
센터)

양저우광전기제
품 검측센터

우한화웨전용자
동차검측유한책
임공사

광둥성장먼시품
질계량감독검측
소

--오토바이 타이어

14
4

14
5

14
6

140
01

141
01

142
01

국가도기및내열재료
제품품질감독검증센
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세라믹 타일

닝보자동차부품검측
유한공사

CNCA-C11-04: 자동차
벨트
CNCA-C11-07: 자동차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시계 장치
CNCA-C11-09: 자동차
용품
CNCA-C11-12: 자동차
및 시트 머리 받침대
CNCA-C22-03: 자동차
용 보호장치

중검질기검측과학연
구소유한공사

안전
외부
간접
실내
시트
아동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6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8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자동 전환 스위치 기기, 설
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
사용도 전자 기계 접촉기,
MCB, RCCB(제외 B 형
RCCB), RCBO(제외 B 형
RCBO), PRCD, 잔여 전류
동작 릴레이, 저압 퓨즈

14
7

143
01

장수검증검역차량조
명기기검측실험실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CNCA-C11-08: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14
8

144
01

광둥성시산터우질량
계량감독검측소(국
가품질감독검증센터
(산터우))

CNCA-C22-02: 완구 제품

산동성 즈보시 장뎬
구 창궈시로 88 호
연락 담당자: 린샤
오후이
전화:
0533-2858006
13953353205
팩스:
0533-2858060
저장성 닝보시 인저
우 투자창업센터
진위난로 99 호
연락 담당자: 푸스
난
전화:
0574-28888211
팩스:
0574-28888200
E-mail:
fusinan@catarc.ac.c
n
사이트:
www.catarc-nb.com
우편번호: 315104

저장성 항저우시 공
수구 반산로 352 호
연락 담당자: 우화
전화:
0571-87882283
팩스:
0571-88296681
E-mail:
hdjc001@163.com
사이트:
www.hztest.cn
우편번호: 310022

장수 단양시 경제개
발구 거단로 3 호
연락 담당자: 거즈
천
전화:
0511-86229936
팩스:
0511-86225170
E-mail:
gezhichen@163.co
m
사이트:
www.jsdjjc.com
우편번호: 212300
광둥성 산터우시 둥
샤베이로 155 호
연락 담당자: 위스
진
전화:
0754-88382350

즈보시제품품질
감독검증소

닝보자동차부품
검측유한공사

중검질기검측과
학연구소유한공
사

장수검증검역차
량조명기기검측
실험실

광둥성산터우시
품질계량감독검
측소

팩스:
0754-88532247

14
9

145
01

톈진시전공기술과학
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JB/T 8734.6 을 적용
한 모델 제품 )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0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0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자동 전
환 스위치 기기, 설비 용 개
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
자 기계 접촉기, MCB,
SMCB, RCCB(제외 B 형
RCCB)

15
0

146
01

쓰촨성전자제품감독
검증소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전
기레인지, 렌지대,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15
1

147
01

국가건축인테리어자
재품질감독검증센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세라믹 타일, 용제형 목재
페인트

15
2

148
01

칭다오치검검증유한
공사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15
3

149
01

장수이커검측기술서
비스유한공사

CNCA-C22-01: 유모차 제품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톈진시 허베이구 난
커우로 40 호
연락 담당자: 양원
성, 뉴잉
전화:
022-86562056
팩스:
022-26340928
E-mail:
tjeari_171b@vip.163
.com
사이트:
www.tjeari.com

쓰촨성 청두시 룽취
안이원밍둥가 45 호
연락 담당자: 장량
룽
전화:
028-84877546
팩스:
028-84856001
E-mail:
cepreisc@cepreisc.o
rg
우편번호: 610100
허난성 정저우시 정
둥신구 보쉐로 위바
이푸난로 자오차커
우둥베이자오
연락 담당자: 쑨샤
오샤
전화:
0371-89933161
팩스:
0371-89933161
E-mail:
15238653777@163.
com
사이트:
www.zz315.com
우편번호: 450047
산동성 칭다오 보세
구 베이징로 53 호
연락 담당자: 류샤
오민, 수제
전화:
0532-86760071
0532-86766962
팩스:
0532-86766550
장쑤성 쿤산시 루쟈
진 루펑둥로 28 호

톈진시전공기술
과학연구소

쓰촨성전자제품
감독검증소

국가건축인테리
어자재품질감독
검증센터

칭다오치검검증
유한공사

장수이커검측기
술서비스유한공
사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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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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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칭하이성제품품질감
독검증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과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윈난성제품품질감독
검증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GB/T 5013.3~.5, JB/T
8735.2~.3, GB/T 5023.3~.5,
JB/T 8734.2~.5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15
6

152
01

허베이출입국검증검
역국검증검역중심창
저우센터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GB/T 5023.5 을 적용한
60227 IEC 41(RQB)모델 제
품, GB/T 5023.6 을 적용한
60227 IEC 71(RTPVR)모델
제품, GB/T 5023.7 을 적용
한 60227 IEC 74(RVVYP)모
델 제품, GB/T 8734.6 을 적
용한 60227 IEC 71c(TVV)모
델 제품 제외)

15
7

152
02

허베이출입국검증검
역국검증검역중심옌
타이센터

CNCA-C22-01: 유모차 제품

기계공업고압기기제
품품질감독검측센터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중 이하 제품 (단
기 내 전류 강도 420V
100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모선간선시스템(모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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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담당자: 조우
위
전화:
0512-57871057
팩스:
0512-57876161
E-mail:
yu.zou@eqots.com
사이트:
www.eqots.com
우편번호: 215331
칭하이성 시닝시 렁
후로 6 호
연락 담당자: 쉬샤
오옌
전화:
0971-6308792
팩스:
0971-6313770
E-mail:
qhzjxxy@163.com
우편번호: 810008
윈난성 쿤밍시 쟈오
창둥로 23 호
연락 담당자: 마융
전화:
0871-65199021
팩스:
0871-65110872
E-mail:
eggrollkm@163.co
m
사이트:
www.yqsi.org
우편번호: 650223
허베이성 창저우시
윈허구 제팡시로
66 호
연락 담당자: 왕젠
충
전화:
0317-2063688
15613777906
팩스:
0317-2063718
E-mail:
394023025@qq.co
m
우편번호: 061001
허베이성 핑샹현 원
밍로 317 호
연락 담당자: 장훙
신
전화:
0319-7980389
팩스:
0319-7883506
E-mail:
ciqhbbtc@163.com
우편번호: 054500
윈난성 쿤밍시 송밍
현 송양진 부넝촌
위원회 제 2 촌민 소
조
연락 담당자: 자오
레이

칭하이성제품품
질감독검증소

윈난성제품품질
감독검증연구소

허베이출입국검
증검역국검증검
역중심창저우센
터

허베이출입국검
증검역국검증검
역센터

윈난성기기제품
품질감독검측소
(기계공업고압
기기제품품질감
독검측센터)

슬롯), 배전판, 건축공지용
세트 설비

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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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01

155
01

통용표준기술서비스
유한공사광저우분사

쑤저우 UL 메이화인
증유한공사

16
1

156
01

안후이중인베이자과
기유한공사

16
2

157
01

국가고무및제품품질
감독검증센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
이블(GB/T 5023.3~.5 을 적
용한 모델 제품 )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와 식품 냉
동고, 에어컨, 전동기-압축
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
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12-01: 자동차 타이
어

전화:
0871-66243005
팩스:
0871-66243234
E-mail:
km2198@126.com
사이트:
www.kmghb.com
우편번호: 650221
광둥성 광저우시 경
제기술개발구 커쉐
청 커주로 198 호
연락 담당자: 랴오
차이위안
전화:
020-82155379
팩스:
020-82075058
E-mail:
Bonnie.liao@sgs.co
m
사이트:
www.sgsgroup.com.
cn
우편번호: 510663

쑤저우 공업원구 청
완로 2 호
연락 담당자: 천닝
전화:
010-85277110
팩스:
010-65668108
E-mail:
ning.chen@ul.com
사이트: www.ul.com
우편번호: 215122

안후이성 춘저우시
펑웨대도 2588 호
중스빌딩
연락 담당자: 류제
전화:
0550-3533882
팩스:
0550-3533881
E-mail:
liujie@cheari.com
사이트:
www.ccqte.com
우편번호: 239000
광시 좡주 자치구
구이린시 톄산로
12 호
연락 담당자: 위궈
신
전화:
0773-3133215
팩스:
0773-3133205
E-mail:
576469019@qq.co
m

통용표준기술서
비스유한공사

쑤저우 UL 메이
화인증유한공사

안후이중인베이
자과기유한공사

구이린시제품품
질검증소

우편번호: 5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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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품질인증센터화
난실험실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과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기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
의스위치, 기구 커플러 (가
정용 및 유사용도 )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전
동기-압축기, 온수기, 실내
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
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
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
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 고강도 기체 방전등용
전자 안정기를 제외한 기타
제품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6-01: 통신 단말기
설비 중 이하 제품
--팩스, 모뎀(카드 포함), 유
선 전화 단말기기 및 전화
기 추가 장치, 그룹전화,
ISDN 단말기, 데이터 단말기
(카드 포함), 멀티미디어 단
말기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아동 카트
CNCA-C22-02: 완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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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품질인증센터화
중실험실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13-01: 안전유리중
이하 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건축안
전유리

광둥성 중산시 난터
우진 성후이난로
11 호
연락 담당자: 쉬링
전화:
0760-22519820
팩스:
0760-22519969
E-mail:
xuling@cqc.com.cn
사이트:
www.cqc.com.cn/so
uthchinalab
우편번호: 528427

중국품질인증
센터

광둥성 둥관시 둥컹
진 이환로 커지촹신
지디 1103 호
우편번호: 523451

광둥성 광저우 쩡청
신탕쩡닝시 공예단
지
연락 담당자: 왕잉
천
전화:
020-85190132
18925029668
팩스:
020-85190132
E-mail:
wangyingchen@cqc
.com.cn
우편번호: 511300
후베이성 우한시 둥
후개발구 가오신대
도 999 호
연락 담당자: 샤오
홍칭, 우샤
전화:
027-87908588,
87908007

중국품질인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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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재검증인증그
룹저장유한공사

CNCA-C13-01: 안전유리중
이하 제품
--건축안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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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관검측제품검측유
한공사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22-02: 완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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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둥관시품질감
독검측센터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22-02: 완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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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재검증인증그
룹쑤저우유한공사

CNCA-C13-01: 안전유리중
이하 제품
--건축안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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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시제품품질감독
검증센터(국가특종
유리품질감독검증센
터)

CNCA-C13-01: 안전유리중
이하 제품
--건축안전유리

팩스:
027-87908026、
87908026
E-mail:
xiaohongqing@cqc.
com.cn
1571935932@qq.co
m
우편번호: 430000
저장성 항저우시 위
항구 량주가도 통윈
가 439 호 1-4 호로
연락 담당자: 디웨
중
전화:
0571-85063796
팩스:
0571-88806279
E-mail:
bmtest@126.com
우편번호: 310012
광둥성 둥관시 다랑
진 푸민난로 68 호
연락 담당자: 황즈
전화:
0769-81119888
팩스:
0769-81116222
E-mail:
jason_huang@hkstc
.com.cn
dgqad@stc.group
사이트:
www.dgstc.com
우편번호: 523770
광둥성 둥관시 송산
후 과기산업원구 공
업난로 2 호
연락 담당자: 량쥔
웨이
전화:
0769-23071111-113
6
13686180239
팩스:
0769-23077215
E-mail:
ljw@gddqt.com
사이트:
www.gddqt.com
우편번호: 523808
장쑤성 쑤저우시 광
지로 282 호
연락 담당자: 주더
밍
전화:
0512-65566587
팩스:
0512-65566587
E-mail:
ctcszh@163.com
우편번호: 215008
안후이성 방부시 춰
창 1 로 18 호
연락 담당자: 스징
홍

중국건재검증인
증그룹유한공사

둥관검측제품검
측유한공사

광둥성둥관시품
질감독검측센터

중국건재검증인
증그룹쑤저우유
한공사

방부시제품품질
감독검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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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저우시품질기술
감독검측연구소(국
가전기기기및 기계
부품 제품품질감독
검증센터)

CNCA-C11-07: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중 이
하 제품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
신호 장치
CNCA-C14-01: 농기계 제품
중 이하 제품
--배낭식 식물 보호 기계

후베이중검검측유한
공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유모차, 보행기

CNCA-C08-01:
설비
CNCA-C09-01:
설비
CNCA-C10-01:
CNCA-C16-01: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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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영상
정보 기술
조명 기기
통신 단말기

화처검측인증그룹유
한책임공사

CNCA-C22-02: 완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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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화대학자동차안전
및에너지절약국가중
점실험실자동차충돌
시험실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전화:
0552-4915001
팩스:
0552-4078558
E-mail:
bbzjssjh@126.com
우편번호: 233040
저장성 타이저우시
센터대도 399 호
연락 담당자: 뤄용
보
전화:
0576-88320898
팩스:
0576-88320911
E-mail:
tz88320898@163.co
m
우편번호: 318000
후베이성 우한시 친
타이대도 588 호 제
3 동 실험실 107 실
연락 담당자: 쩡레
이
전화:
027-58906085
팩스:
027-58906109
E-mail:
zenglei@hb.ccic.co
m
우편번호: 430050
광둥성 선전시 바오
안구 70 구 홍웨이
공업원
연락 담당자: 장보
전화:
0755-33681259
팩스:
0755-33683385
E-mail:
bo.zhang@cti-cert.c
om
사이트: cti-cert.com
우편번호: 518101
선전시 바오안구 신
안가도 류셴 2 로 4
호 화처대로
연락 담당자: 장보
전화:
0755-33681259
팩스:
0755-33683385
E-mail:
bo.zhang@cti-cert.c
om
사이트: cti-cert.com
우편번호: 518101
베이징시 하이뎬구
중관촌 칭화원 1 호
연락 담당자: 쉬슈
차이
전화:
010-62798897
팩스:
010-62798897

타이저우시품질
기술감독검측소
(타이저우품질
기술감독전파센
터)

후베이중검검측
유한공사

화처검측인증그
룹유한책임공사

칭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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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터우시제품품질
계량검측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GB/T 5013.3, GB/T
5023.3~.7, JB/T 8734.2~.5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국가저압기기제품품
질감독검증센터(저
장)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단기 내 전류 강
도 420V 100kA 1s 및 이하
)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13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교류 반
도체모터 제어기 및 시동기,
제어 및 보호 스위치 기기,
접근 스위치, 자동 전환 스
위치 기기, 설비 용 개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자 기
계 접촉기, MCB, RCCB(제
외 B 형 RCCB), RCBO(제외
B 형 RCBO), PRCD, 잔여 전
류 동작 릴레이, 저압 퓨즈

상하이텐샹품질기술
서비스유한공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베이징감형인증센터
광저우분사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온
수기, 실내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
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
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
드,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
기, 전기밥솥

E-mail:
xushc@tsinghua.ed
u.cn
우편번호: 100084
네이멍구 자치구 바
오터우시 칭산구 강
티에대가 34 호
연락 담당자: 위안
리빙
전화:
0472-5153255
E-mail:
ylb19601020@sohu.
com
우편번호: 014030

저장성 웨징시 베이
바이샹진 대차오공
업구 난시장로
연락 담당자: 리멍
전화: 13868329175
팩스:
0577-62752910
E-mail:
19691965@qq.com
사이트:
www.niqs.cn
우편번호: 325603

상하이시 푸동진차
오개발구 구이차오
로 1201 호 T52-8
연락 담당자: 류잉
전화:
021-60917064
팩스:
021-61195015
E-mail:
cynthia.liu@intertek.
com
사이트:
www.intertek.com.c
n
우편번호: 200120
광저우 가오신기술
산업개발구 커쉐청
젠타산로 2 호 사무
실 4 층 403
연락 담당자: 탕루
이
전화:
020-32204370
팩스:
020-32207831
E-mail:
tangrui@cgc.org.cn
사이트:
www.cgc.org.cn
우편번호: 510663

바오터우시제품
품질계량검측소

저장성고저압기
기제품품질검증
센터

상하이텐샹품질
기술서비스유한
공사

베이징감형인증
센터유한공사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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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출입국검증검
역국검증검역센터

CNCA-C08-01: 음향 영상
설비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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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업통제시스템
안전 및 자동화계측
기제품품질감독검증
센터(상하이계측기
자동제어시스템검증
테스트유한공사)

CNCA-C09-01: 정보 기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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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술(상하이)유
한공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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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니테스트그룹상하
이유한공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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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무및제품품질
감독검증센터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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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시 탕자완진
펑로 18 호
연락 담당자: 왕아
오웨이
전화:
0756-6128288
팩스:
0756-6128299
E-mail:
563733359@qq.co
m
사이트:
www.zhtech.cn
우편번호: 519085
상하이시 차오바오
로 103 호
연락 담당자: 궈아
이화
전화:
021-64839586
팩스:
021-64838381
E-mail:
13386276879@163.
com
사이트:
www.sitiias.com.cn
우편번호: 200233
상하이시 광중시로
777 동 177, 178 호
로, 10 호로 1 로
연락 담당자: 왕루
이민
전화:
021-61081327
팩스:
021-61081099
E-mail:
richard.wang@tuv.c
om
사이트:
www.tuv.com
우편번호: 200072
상하이시 송쟝구 원
샹동로 99 호 6 동,7
동 1 층, 7 동 3 층
연락 담당자: 장따
이친
전화: 18321089929
팩스:
021-64856403
E-mail:
shqab@ponytest.co
m
사이트:
www.ponytestsh.co
m
후난성 주저우시 허
탕구 신화둥로 818
호
연락 담당자: 리메
이후이
전화:
0731-22495120
팩스:
0731-22495101
E-mail:
Latex101@sina.com

주하이출입국검
증검역국검증검
역센터

상하이계측기자
동제어시스템검
증테스트유한공
사

멸균기술(상하
이)유한공사

푸니테스트그룹
상하이유한공사

중국화공주하이
고무연구설계유
한공사

18
3

178
01

쑤저우시신측표준기
술서비스유한공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18
4

179
01

선전시검측기술유한
공사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18
5

180
01

선전신측표준기술서
비스유한공사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18
6

181
01

국가특종케이블제품
품질감독검증센터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및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제외 GB/T 5023.7 을 적용
한 60227 IEC 74(RVVYP)모
델 제품 )

18
7

182
01

난더인증검측(중국)
유한공사

CNCA-C05-01: 전동공구

사이트:
www.latextest.com
우편번호: 412003
쑤저우 우중경제개
발구 웨시가도 베이
관두로 38 호 5 동
연락 담당자: 위안
치
전화:
0512-80996780
팩스:
0512-80996689
E-mail:
mickey.yuan@emte
k.com.cn
사이트:
www.emtek.com.cn
우편번호: 215104
선전시 바오안구 시
샹산웨이펀다 과기
촹이위안 E 동 1 로
서
연락 담당자: 류진
잉
전화:
0755-61156584
팩스:
0755-61156599
E-mail:
Lj@ntek.org.cn
사이트:
www.ntek.org.cn
우편번호: 518126
선전시 광밍신구 광
밍가도 가오신로
11 호 옌샹커지공예
위안 전자공장 1 로
서측
연락 담당자: 양위
전화:
0755-26954280-203
팩스:
0755-26954282
E-mail:
yangyu@emtek.co
m.cn
사이트:
www.emtek.com.cn
우편번호: 518107
안후이성 우후시 우
웨이셴성 가오신대
도 위카이판루 샤오
차커우
연락 담당자: 왕먀
오
전화:
0553-6699615
팩스:
0553-6699602
E-mail:
459834859@qq.co
m
사이트:
www.ahntcw.org
우편번호: 238300
장쑤성 우시시 시산
구 둥팅전화샤중로

쑤저우시신측표
준기술서비스유
한공사

선전시베이검측
기술유한공사

선전신측표준기
술서비스유한공
사

우후특종케이블
제품품질감독검
증센터

난더인증검측
(중국)유한공사

18
8

183
01

팡위안광전검증검측
유한책임공사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전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 기구 커플러
(가정용 및 유사용도 ), 가
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의스위치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6-01: 전기 용접기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18
9

19
0

184
01

185
01

자싱웨이카이검측기
술유한공사

국가반도체조명제품
품질감독검증센터

CNCA-C02-01: 회로 스위치
및 보호 혹은 연결용 전기
장치 (기기 부품)중 이하 제
품
--전선 부품, 멀티탭(가정용
및 유사용도 ), 가정용 및
유사용도 고정식 전기 장치
의스위치, 가정용 및 유사용
도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케이스
CNCA-C04-01: 소출력 모터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가정용세탁
기, 온수기, 실내히터, 진공
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용품,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기
레인지, 렌지대, 오븐 및 유
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
체 히터, 전기밥솥
CNCA-C10-01: 조명 기기
CNCA-C10-01: 조명 기기
중 이하 제품
--고정식 일반 램프, 삽입식
램프, 이동식 일반 램프, 수
족관 조명, 플로어 매립형

10 호
연락 담당자: 장단
펑
전화:
0510-88203737
팩스:
0510-88203636
E-mail:
danfeng.jiang@tuvsud.cn
사이트:
www.tuv-sud.cn
우편번호: 214101
장쑤성 무시시 빈후
구 링후대도 200 호
중국센서국제촹신위
안 G9 동 2 로
연락 담당자: 장저
밍
팩스:
0510-68790033
E-mail:
zhangzm@grgtest.c
om
우편번호: 300074
광둥성 광저우시 톈
허구 황푸대도 시핑
윈로 163 호 광뎬커
지빌딩 201 02 단원
연락 담당자: 장저
밍
팩스:
0510-68790033
E-mail:
zhangzm@grgtest.c
om
우편번호: 300074

팡위안광전검증
검측유한책임공
사

저장성 자싱시 난후
구 자싱중부 상우화
위안 3 호
연락 담당자: 주자
전화:
0573-82586863
팩스:
0573-82586885
E-mail:
zhujia@cvc.org.cn
사이트:
www.cvc.org.cn
우편번호: 314000

자싱웨이카이검
측기술유한공사

장쑤성 창저우시 우
진구 시후로 2-18
호
연락 담당자: 스차
오양

창저우시제품품
질감독검증소

램프, 형광등 안정기, LED
모듈용 직류 혹은 교류 전
자 제어 장치

19
1

186
01

국망계량센터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중 이하 제품
--배전판

19
2

187
01

둥관정준통검측인증
유한책임공사

CNCA-C04-01: 소출력 모터
중 이하 제품
--GB12350 을 적용한 소출
력 모터

19
3

188
01

방원검측인증유한공
사

CNCA-C04-01: 소출력 모터

19
4

189
01

선전안보검측유한책
임공사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전화:
0519-86922816
팩스:
0519-86902725
E-mail:
shly64@163.com
사이트:
www.czled.cn
우편번호: 213164
베이징시 하이뎬구
칭허샤오잉둥로 15
호
연락 담당자: 판웨
이훙
전화:
010-82812328
팩스:
010-82413640
E-mail:
panwh@epri.sgcc.c
om.cn
사이트:
jlzx.epri.sgcc.com.cn
우편번호: 100192
광둥성 둥관시 둥청
구 광밍서구 광밍 2
로 바오딩커지위안
D동
연락 담당자: 두춘
린
전화:
0769-21991043
팩스:
0769-23368602
E-mail:
chris.du@pts-testin
g.com
사이트:
www.pts-testing.co
m
우편번호: 523129
정저우시 가오신구
롄화가 338 호 11
동 6 층 41 호
연락 담당자: 장바
오캉
전화:
0371-67597272
팩스:
0371-67597979
E-mail:
fyjcyxb@163.com
사이트:
www.fyjt.org
우편번호: 450000
선전시 바오안구 시
샹가도 허우루이제
3 공예구 4 동 4 로
동
연락 담당자: 주쥔
전화:
0755-26064492
팩스:
0755-26014772
E-mail:
jeff.zhu@anbotek.c
om

국망계량센터

둥관정준통검측
인증 유한책임
공사

방원검측인증유
한공사

선전안보검측유
한책임공사

19
5

19
6

190
01

191
01

중국건축과학연구소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원저우출입국검증검
역국기술서비스센터
(원저우출입국검증
검역기술센터)

CNCA-C03-01: 저압 세트
개폐장치 중 이하 제품 (단
기 내 전류 강도 420V
120kA 1s 및 이하 )
--세트 전력스위치 및 제어
설비
CNCA-C03-02: 저압 부품
중 이하 제품 (단기 전류 강
도 420V 200kA 및 이하 )
--저압 개폐기, 저압 스위치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
터 스위치 및 퓨즈 조합 기
기 ), 저압 전자 기계 접촉
기 및 모터 시동기, 전자 기
계 제어 회로 기기, 자동 전
환 스위치 기기, 설비 용 개
폐기, 가정용및 유사용도 전
자 기계 접촉기, MCB,
SMCB, RCCB(제외 B 형
RCCB), PRCD, 저압 퓨즈(저
규 직원이 사용하는 퓨즈에
한함)

19
7

192
01

푸니테스트그룹상하
이유한책임공사

CNCA-C21-01: 인테리어 제
품 중 이하 제품
--용제형 목재 페인트

19
8

193
01

장수출입국검증검역
국에너지효율검측센
터

CNCA-C04-01: 소출력 모터

19
9

194
01

광시족좡자치구제품
품질검측연구소

CNCA-C01-01: 케이블 중
이하 제품
--정격 전압 450/750V 및
이하 폴리염화비닐 절연 케
이블(GB/T 5023.3~.5, JB/T
8734.2~.3 을 적용한 모델
제품 )

20
0

195
01

허페이제품품질감독
검증연구소(국가가
정용기기제품품질감
독검증센터)(안후이)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사이트:
www.anbotek.com.c
n
베이징시 차오양구
베이산환둥로 30 호
연락 담당자: 관수
쥔
전화:
010-64517830
팩스:
010-84288515
E-mail:
guanshujun@sina.c
om
사이트:
www.cabr-betc.com
우편번호: 100013

저장성 웨칭시 류스
진 진강대도 검증검
역빌딩/저장성 루이
안시 지셴로 699 호
연락 담당자: 우셴
둥
전화:
0577-61728997
팩스:
0577-61729109
E-mail:
wxd@wz.ziq.gov.cn
사이트:
www.lead-int.com
우편번호: 325604

베이징시 하이딩구
진따이루 66 호위엔
1호
연락 담당자: 류밍
전화:
010-83055000
E-mail:
bjse@ponytest.com
장쑤성 난징시 치샤
구 6-3 호 A 동
연락 담당자: 천시
전화:
025-86797030
광시 난닝시 커위안
시 9 로 23 호
연락 담당자: 류훙
칭
전화:
0771-5852391
E-mail:
1827693699@qq.co
m
사이트:
www.gxqt.net
안휘성 허페이시 수
산구 왕장시로 위푸
산루커우
연락 담당자: 류화

중국건축과학연
구소

출입국검증검역
국기술서비스센
터(원저우출입
국검증검역기술
센터)

푸니테스트그룹
상하이유한책임
공사

중화인민공화국
난징출입국검측
검역국

광시좡족자치구
제품품질검측연
구소

허페이제품품질
감독검증연구소

20
1

196
01

중국검증검역과학연
구소종합검측센터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
냉동고, 선풍기, 에어컨, 가
정용세탁기, 온수기, 실내히
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
어 케어 용품, 다리미, 전동
식품 가공 기기, 레인지 후
드, 액체 히터와 냉온정수
기, 전기밥솥, 전기 장판, 전
기 매트 및 유사 연성 발열
기구
CNCA-C07-01: 가정용 및
유사용도 설비 중 이하 제
품
--선풍기, 온수기, 실내히터,
진공청소기, 피부 및 헤어
케어 기구, 다리미, 인덕션,
오븐, 전동 식품 가공 기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렌
지대, 오븐 및 유사한 기기,
레인지 후드, 액체 히터 및
냉온정수기, 전기밥솥

20
2

198
01

카닥자동차품질검증
센터(닝보)유한공사

CNCA-C11-01: 자동차 제품
중 이하 제품
--N, O 류 자동차

20
3

199
01

구이저우제품품질감
독검증소

CNCA-C13-01: 안전유리중
이하 제품
--건축 강화 유리

20
4

200
01

핑후시제품품질감독
검증소

CNCA-C22-01: 유모차 제품
중 이하 제품
--전동 유모차

20
5

201
01

광둥정정검측유한공
사

CNCA-C22-02: 완구 제품
중 이하 제품
--금속 완구류 제품

전화:
0551-68125803
팩스:
0551-68125817
E-mail:
673588860@qq.co
m
사이트:
www.nchea.cn
베이징경제기술개발
구 룽화난로 11 호
연락 담당자: 류칭
전화:
010-85773355-2114
E-mail:
liuqing@caiqtest.co
m
사이트:
www.caiqtest.com
저장성 닝보시 항저
우 완신구 빈하이 2
로 727 호
연락 담당자: 양쉐
전화:
0574-23726602
E-mail:
yangxue@catarc.ac.
cn
사이트:
www.catarc-nb.com
우편번호: 315336
구이저우성 구이양
시 바이윈구 커자오
가 698 호
연락 담당자: 주쯔
전화:
0851-85799171
팩스:
0851-85762271
E-mail:
974104003@qq.co
m
사이트:
www.gzjcz.com
우편번호: 550000
저장성 핑후시 경제
개발구 신싱 3 로
433 호
연락 담당자: 우웨
이화
전화:
0573-85075136
팩스:
0573-85075126
E-mail:
wuweihua@pinghu.
gov.cn
사이트:
zjj.pinghu.gov.cn
우편번호: 314200
광둥성 산터우시 청
하이 공업구 이펑빌
딩 1,2 층
연락 담당자: 천샤
오좐

중국검증검역과
학연구소종합검
측센터

카닥자동차품질
검증센터(닝보)
유한공사

구이저우제품품
질감독검증소

핑후시제품품질
감독검증소

광둥정정검측유
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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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니테스트그룹장수
유한공사

CNCA-C22-03: 자동차 아동
용 보호장치

CNCA-C11-01: 자동차 (단
일 차량 인증) 중 이하 제품
-- 전체 품질≤5000kg, 축중
≤3000kg 차길이≤7m 의
M1 류 차량( 가솔린 혹은
디젤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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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메아산카닥자동
차 검측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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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퉁시제품품질감독
검측소(장쑤성전기
제품품질감독검측센
터)

CNCA-C04-01: 소출력 모터

20
9

205
01

기계공업자동차부품
제품품질감독검측센
터

CNCA-C11-09: 자동차 실내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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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텐샹품질기술
서비스유한공사 광
저우분사

CNCA-C10-01: 조명 기기

전화:
0754-86989610
팩스:
0754-86984098
E-mail:
chenxz@ajtesting.c
om
사이트:
www.ajtesting.com
장쑤성 쑤저우시 공
예단지 진팡로 8 호
연락 담당자: 팡민
전화: 18938666405
팩스:
0512-68021475
E-mail:
szqae@ponytest.co
m
사이트:
www.ponytest.com
우편번호: 215123
저장성 닝보시 베이
룬구 메이산 보세항
구 강푸로 58 호
연락 담당자: 장진
전화: 15824253580
팩스:
0574-86709705
E-mail:
zhangjin2014@cata
rc.ac.cn
사이트:
www.catarc-nb.com
우편번호: 315832
장쑤성 난퉁시 퉁저
우개발구 진차오시
로 626 호
연락 담당자: 구이
쉬
전화:
0513-51008606
팩스:
0513-51008696
E-mail:
guixu80@sina.com
사이트:
ntzjs.ntzj.gov.cn
광둥성 광저우시 뤄
강구 커쉐청 신루이
로 2호
연락 담당자: 왕츠
쥔
전화: 13751770202
팩스:
020-32389592
E-mail:
13751770202@139.
com
사이트:
www.chinaaptc.com
광저우 경제기술개
발구 커쉐청 차이핀
로 7 호의 2 제 1-8
층 02 호, 01 호
101, E201, E301,
E401, E501, E601,
E701, E801

푸니테스트그룹
장수유한공사

닝보메아산카닥
자동차 검측유
한공사

난통시제품품질
감독검증소

광저우기계과학
연구원유한공사

상하이텐샹품질
기술서비스유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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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술감독서비스
(광둥)유한공사

CNCA-C10-01: 조명 기기

연락 담당자: 쑨후
이
전화:
020-82139757
팩스:
020-82139757
E-mail:
hiddi.sun@intertek.
com
광저우시 뤄강구 광
저우 개발구 커쉐청
커주로 199 호 101,
201, 301, 401, 501,
601 단원
연락 담당자: 왕신
신
전화:
020-28391526
팩스:
020-28391999
E-mail:
cindy.wang@tuv.co
m

멸균기술감독서
비스(광둥)유한
공사

주의: 무단 전재 불허

* 본 자료는 출처를 표시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중국 TBT 관련 정보를 번역 및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