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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MARKET ACCESS 

 
 

 

 
UL-EU 마크마크마크마크: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범유럽범유럽범유럽범유럽 마크마크마크마크 

유럽유럽유럽유럽/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미국을미국을미국을미국을 통합한통합한통합한통합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UL 마크마크마크마크  

 
 

 
 

UL-EU 마크는 UL 에서 만든 자발적인 범유럽 (pan-European) 
인증 마크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된 안전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 또한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 규격에 만족함을 보여줄 수 
있는 마크를 부착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많은 글로벌 
제조사들은 CE Marking 과 함께 자발적으로 추가 안전 마크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UL-EU 마크는 제품이 유럽 규격인 EN 
규격에 통과한 안전한 제품임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 마크 입니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UL-EU 마크를 
부착함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UL-EU 마크마크마크마크 
 
성격성격성격성격: 자발적 
 
요구요구요구요구 사항사항사항사항: Safety  
 
제품제품제품제품: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규격규격규격규격: 
EN 60950-1 
EN 60065  
EN 62133. 
 
공장공장공장공장 심사심사심사심사: 
사후 공장 심사  
 
연회비연회비연회비연회비: 있음 
 
유효유효유효유효 기간기간기간기간: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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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범범범범 유럽유럽유럽유럽(pan-European) 마크마크마크마크: 
UL-EU 마크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위한 자발적 안전 마크입니다. UL-EU 마크는 유럽 규격 
(EN 규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UL-EU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하나의하나의하나의 마크로마크로마크로마크로 유럽유럽유럽유럽,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 미국미국미국미국 시장시장시장시장 진출진출진출진출: 
유럽, 캐나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통합한 새로운 UL 마크는 UL 최초의 대륙간 통합 마크 입니다. 제품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지역의 관련 규격 및 사후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이 통합 UL 마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mputers 
& Peripherals 

Consumer 
Electronics Telecom 

Standards EN 60950 EN 60065 EN 60950 

UL-EU mark applicable? 

 

√ √ √ 

c(UL)us+EU mark applicable? 

 

√ √ √ 

 

 Power 
Supplies Batteries Components 

Standards EN 60950, 
EN 60065 

EN 60950, 
EN 62133 

EN 60950, 
EN 60065 

UL-EU mark applicable? 

 

√ √ √ 

c(UL)us+EU mark applicable? 

 

√ Not applic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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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ULULUL----EUEUEUEU 마크의마크의마크의마크의    혜택혜택혜택혜택::::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UL 의 새로운 UL-EU 마크는 다양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여들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한번의 제품 제출로 

유럽시장 혹은 전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UL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한번의 제품 제출로 유럽 시장 혹은 전세계 시장에서 필요한 안전 인증 마크 획득 

� 제품 하나에 부착해야 하는 마크수를 줄여줌 

� 사후 심사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 

 

UL UL UL UL 평가의평가의평가의평가의    품질품질품질품질:::: 

유럽에서 제 3 자 인증 기관을 통한 안전 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들중에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안전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제 3 자 안전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UL 은 제 3 자 인증 기관으로 1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UL 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을 위해 수천개의 제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UL 은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 1,400 개 이상의 

규격을 개발했습니다. UL 의 6,900 명 직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공공 안전에 기여하며, 고객사의 

제품이 더욱 안전하게 주요한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UL: UL: UL: UL: 전략적전략적전략적전략적    시장시장시장시장    진출을진출을진출을진출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글로벌글로벌글로벌글로벌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UL 은 제품 안전 인증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UL 은 고객사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UL 을 선택하는 순간, 고객사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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