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본에 있습니다 **
양수 신청서
Return to: 8///&
2600 N.W. Lake Road, Camas, WA 98607-9526

Email:
Fax:
Service Request #:

날짜:

Customerservice.kr@kr.ul.com
822-2009-9471
N/A

양수 신청서
아래 명시한 UL File 관련 모든 권한, 이익, 책임을

XYZ CO LTD

양도업체로부터 양수합니다.

(UL 파일을 양수 할 회사명)
양수 할 파일번호
(Note the File Numbers)

E123456

양수 할 vol.번호

양수 할 sec. 번호

양수 할 제품명

File 전체를 양수하실 경우 “All

File 전체를 양수하실 경우 “All

File 전체를 양수하실 경우 “All

Active and/or Withdrawn

Active and/or Withdrawn

Currently Certified and/or

Volumes”로 작성

Sections”로 작성

Withdrawn products”로 작성

All Active and Withdrawn

All Currently Certified and

Sections

Withdrawn products

Vol.1

본 파일에 대한 양도회사의 기존 심사내용 및 모든 인증내용을 양수합니다.

ABC CO LTD
(현 UL 신청자로써, UL 파일을 양도할 회사명)
이관 될 정보를 아래 내용과 같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관될 정보를 인수 할 UL 파일번호

이관될 정보를 인수 할 UL 볼륨번호

(파일 인수 회사 측에 이관될 파일과 동일한 제품군으로 인증 받으신 파일이

(파일 인수 회사 측에 이관될 파일과 동일한

있으실 경우에만 작성 해 주십시오. 없으실 경우 새로운 파일번호가 부여되며

제품군으로 인증 받으신 파일이 있으실 경우 이관된

파일 전체를 인수하실 경우에는 기존 파일번호 그대로 이관 됩니다.)

파일을 받으실 volume 번호를 기재 해 주십시오..)

E456789

Vol.2 (new)

UL 파일을 양수하는 회사의 정보 (회사명, 주소, 담당자)
Applicant:
(UL File 에 대한

Name :
Address :

책임과 관리의
의무를 가진 주체

Contact Name:
Contact Phone Number:

Listee:

Name :
Address :

나타나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
입니다.)

Manufacturer(s):
(UL 인증품을

경우 별첨양식
이용)

CHUL-SOO KIM

Email:

Chulsoo.kim@xyz.com

+82-2-111-9999

XYZ CO LTD (same as applicant)
GANGNAM FINANCE CENTER, 33TH FL 737 YEOKSAM-DONG
GANGNAM-GU.SEOUL. 135-984 REPUBLIC OF KOREA

Contact Name:
Contact Phone Number:

Name :
Address :

생산할 제조지
입니다. 1 곳 이상일

GANGNAM FINANCE CENTER, 33TH FL 737 YEOKSAM-DONG
GANGNAM-GU.SEOUL. 135-984 REPUBLIC OF KOREA

입니다.)

(UL 디렉토리에

XYZ CO LTD

CHUL-SOO KIM

Email:

Chulsoo.kim@xyz.com

+82-2-111-9999

XYZ CO LTD (same as applicant)
GANGNAM FINANCE CENTER, 33TH FL 737 YEOKSAM-DONG
GANGNAM-GU.SEOUL. 135-984 REPUBLIC OF KOREA

Contact Name:
Contact Phone Number:

CHUL-SOO KIM
+82-2-111-9999

Email:

Chulsoo.kim@xyz.com

Jung-Hee Park
(책임자 수기 서명)*

(책임자 영문성명)

QA Manager
(책임자 영문 직책)

+82-2-111-0000

Junghee.park@xyz.com

+82-2-111-0001

(전화번호)

(email 주소)

(팩스번호)

※ 위 서명자는 UL 파일 양수회사를 대표하여 본 UL 인증의 양수를 허가 합니다.

추가 등록할 제조지 정보 (1 개 이상의 제조지 등록 시 작성)
회사명과 주소 :

파일번호

볼륨번호

DEF CO

E456789

Vol.2

111-2 OOO-Dong OOO- Gu Suwon-shi Gyeong-Do
000-000 Korea

담당자 성명: Min-Hyeong Jang

Email 주소 : mh.jang@def.co.kr

전화번호: +82-31-000-0000

회사명과 주소 :

담당자 성명:

파일번호

볼륨번호

Email 주소 :

전화번호:

회사명과 주소 :

담당자 성명:

파일번호

볼륨번호

Email 주소 :

전화번호:

회사명과 주소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파일번호

Email 주소 :

볼륨번호

※ Trademark/Tradename 신청서의 작성은 별도의 작성안내(SGI 파일)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TRADEMARK/TRADE NAME FORM (Trademark/Tradename 유지 혹은 등록 시 작성)
If you are planning to use a trade name or trademark on your company product(s) in lieu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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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MARK / TRADE NAME FORM

We are the owner or have the right to 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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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product category for
(Listed, Recognized, Classified)

.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nd belief, no other
(insert product category in which applicant’s
model is Listed, Recognized or Classified & Fil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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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fied)
for us.

(Signature of Authorized Official)

(Printed or Typed Name and Title of Authorized Of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