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사후관리 관련 용어집 (UL Field Engineering Terminology)
용어

의미

설명

Follow-Up Service Procedures

사후관리 절차서

Authorization Page

승인 페이지

신청자, 등록자 명시

Addendum Page

부록 페이지

제조자 및 식별코드 명시

Multiple Listing Correlation Sheet

멀티플 리스팅 페이지

등록자 및 모델명 리스트

Index

목차

승인모델 리스트

Type / Cat no. / Model / Designation

제품명

Reviewing Office

인증 담당 사무소

제품평가 담당

Inspection Center

심사 담당 사무소

사후심사 담당

Product Category

제품군

CCN

제품군 분류 번호

Category Control Number

Applicant

신청자

인증을 신청하고 보유한 회사

Manufacturer

제조자

생산하는 회사

Listee, Classified or Recognized

등록자 (제품에 따라 Listee, Classified

제품상에 표시되는 회사명

Company

또는 Recognized Company 로 구분)

Party Site Number

고객번호

Section General Page

섹션 제너럴 페이지

각 섹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 수록

Section Page

섹션 페이지

세부 모델정보 수록(Description page)

Recognized Component

유엘 승인부품

R/C 로도 표기

USL

미국 유엘 리스팅 승인품

UL Listed

USR

미국 유엘 부품 승인품

UL Recognized

CNL

캐나다 리스팅 승인품

Canada Listed (CSA)

CNR

캐나다 부품 승인품

Canada Recognized (CSA)

Factory ID

제조자 식별코드

다수의 제조자를 보유할 경우 생성

LMDP

리스팅 마크 데이터 페이지

리스팅 마크 요건 수록(Listing Mark
Data Page)

RCMDP

부품 마크 데이터 페이지

부품마크 요건 수록 (Recognized
Component Mark Data Page)

Sample Tag

샘플태그

사후심사 샘플 발송 시 동봉하는 태그

SAP, FUII

유엘 심사원과 제조자의 심사 관련 책임

Standardized Appendix Pages,

및 지시사항 수록

Follow-Up Inspection Instructions

Production Line Test

생산 공정 시험

Dielectric Voltage-Withstand Test

내전압 시험

Grounding Continuity Test

접지 연속성 시험

Current Leakage Test

누설 전류 시험

Marking

표기항목

Date of Manufacture Marking

제조일자 표기

Construction Details

제품 상세구조

Flammability Class

난연등급

Rating

정격

Field Engineer

유엘 심사원

IR

심사 보고서

Inspection Report

VN

부적합 보고서

Variation Notice

PRV

생산 준비심사

생산이 없을 경우 실시되는

IPI

초도 생산 검사

제품(또는 라벨)상 표기 항목

심사(Production Ready Visit)
인증 취득 후 첫 생산 시 진행,
Initial Production Inspection

본 문서는 UL Korea 고객을 위한 안내자료 입니다.

UL 사후관리 관련 용어집 (UL Field Engineering Terminology)
용어

의미

설명

Regular Inspection

정기 심사

기본적으로 연 4 회, 제품군에 따라 상이

Unannounced Visit

불시 방문

기본적으로 불시에 방문

C-CAP

심사 강화 프로그램

Customer Corrective Action Process

UL Standard

유엘 규격

제품 평가 기준이 되는 규격

Standard Label

표준 라벨

라벨 센터에서 구매 가능한 유엘

Combination Label

복합형 라벨

Calibration

검교정

시험 장비는 연 1 회 교정 필요

On-Line Certification Directory

온라인 인증 검색

유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조회 가능

MyHome

마이홈

유엘 고객전용 포탈

NOA, NOC

승인완료 안내문

Notice of Authorization, Notice of

유엘 심사원이 제조자로 방문하여 진행

공식라벨
Standard Label 에 추가정보 기입 (예,
회사명)

Completion(초도 생산 검사 필요)
주요 연락처
부서

연락처

문의내용

유엘코리아 대표번호

02-2009-9000

일반 안내

라벨센터(Label Center)

02-2009-9160

Standard, Combination Label 구입문의

재경부서(Finance Team)

02-2009-9204

비용 문의

* 그 외 문의는 각 심사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이트
항목

주소

유엘코리아 홈페이지

http://korea.ul.com

마이홈-유엘 고객전용 포탈

http://my.home.ul.com

온라인 인증조회

http://database.ul.com/cgi-bin/XYV/template/LISEXT/1FRAME/index.html

본 문서는 UL Korea 고객을 위한 안내자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