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DEMARK/TRADE NAME FORM 

 

If you are planning to use a trade name or trademark on your company product(s) in lieu of or in addition to 
your company name and have it appear in our published records, an authorized officer of your company shall 
sign this form, verifying ownership of the trade name or trademark.  The trade name or trademark will be 
added the UL FUS Procedure (required) and UL’s Online Certification Directory (unless specifically 
requested to be omitted). If a trademark is to be used, a black and white .pdf, .jpg or .tif image or drawing of 
the trademark is also required. 

귀사의 제품에 회사명 대신 트레이드마크 또는 트레이드네임으로 대신하기를 원하시거나 UL에서 간행한 레코드에 

명시하고 싶으시다면, 트레이드마크 또는 트레이드네임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양식을 작성/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된 트레이드마크 또는 트레이드네임은 UL사후관리절차서에 등록되며 UL온라인 디렉토리에도 추가될 

것입니다. (만약 UL온라인 디렉토리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드마크를 

신청하실 경우 흑백으로 된 트레이드마크를 PDF 또는 이미지, 그림파일 (JPG, TIF)로 저장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TRADEMARK / TRADE NAME FORM 

  

We, 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예예예예) ABC CO LTD) ABC CO LTD) ABC CO LTD) ABC CO LTD, are the owner or have the right to use the following trademark 
  

예)                           

(insert image, quote or otherwise describe trademark or trade name) 
 
and wish to have the option of using either this mark or our full company name on products that are Certified 
under the product category for  
 
  

예) E12345, NWGQ2 

(Insert CCN or Product Category from Online Certifications Directory in which Applicant’s model is Listed, 
Recognized Or Classifie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belief, no other person, firm, corporation, or association, other than those 
duly authorized by us, has the right to use the mark on products of the above category.  
 
It is understood that this mark is to be used for identification of our company in connection with products 
manufactured as authorized by the Procedure covering the products Listed, Recognized, or Classified for us. 
 
 
 
 

 

제품군 (Product Category)은 UL 사후관리절차서나 유엘코리아 

홈페이지 (www.ul.com/kr-우측하단의 검정색 바탕부분 “Online Certifications 

Directory” 클릭) 에서 

귀사의 회사명 또는 파일번호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하며 영문 알파벳 

네 자리 또는 영문 알파벳 네 자리와 숫자 한 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NWGQ2, QQGQ, PI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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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해 주세요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영문 성함과 영문직함을 적어주세요 

(Printed or Typed Name and Title of Authorized Official) 

 
 
 
 

� 상기 영문 내용 안내 (예시) : 당사는 “ ” 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당사의 UL파일번호 E12345, NWGQ2 제품 상에 당사의 회사명 또는 이 마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위의 마크는 당사에서 정당하게 인가한 상기 제품군의 제품상에만 사용할 권한이 있으며, 다른사람, 

회사, 법인 또는 협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드마크/트레이드네임은 해당 제품 UL 

사후관리절차서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당사의 제품임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담당자가 서명 (직인 및 명판은 사용불가), 영문 성명 및 직책을 

작성하신 후 회사 공문서에 신청서 내용을 포함하여 고객서비스 

부서로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 02-2009-9471 

이메일 주소 : cs.kr@kr.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